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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365 
모든 그룹의 워크 스타일을 지원

SharePoint

Teams

Microsoft 365 App

Yammer

Outlook

Skype

사이트와 컨텐트 관리

채팅 기반의 업무 스페이스

문서 공동 작업

기업용 소셜

메일과 캘린더

전화, 화상 및 미팅

Office 365 Groups

완벽한 협업 솔루션

Office 365는 기업 전체의 다양한 협업 요구를 해결

고객 중심의 편리한 사용자 경험

Office 365 그룹스와 그래프는 다양한 도구간의 효과
적인 협업을 지원하는 통합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

보안과 규정 준수

Office 365는 오늘날 기업에서 요구되는 보안, 규정
준수 및 관제 기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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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오피스 그래프

정교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Office 365에서
발생하는 사람, 콘텐츠 및 활동 간의 관계를 분석

POWER BI

• 필요한 데이터에 빠르고 쉽게 액세스

• 하나의 대시 보드, 비즈니스에 대한 360º 라이브 보기

• 데이터를 탐색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발견

ANALYTICS (MY / Workplace)

• 개인 및 팀 작업 분석을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

• 대상 조직 분석 시나리오를 지원하는 분석 플랫폼
및 API

POWER BI MY ANALYTICS

오피스 그래프

인텔리젼스



다양한 장치 지원

PC, Mac, Android, iOS 등 다양한 운영체제 및 장치
에서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서비스 제공

반응형 UX

화면 크기에 상관없이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

모바일 최적화

태블릿 및 스마트폰을 고려한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

모빌리티



CUSTOMER LOCKBOX

• 데이터에 대한 모든 액세스를 명시적으로 제어

• 지정된 데이터에 대한 JIT (Just-In-Time) 액세스

• 모든 액세스 제어 활동 기록 및 감사

ADVANCED THREAT PROTECTION

• 알려지지 않은 맬웨어 및 바이러스로부터 보호

• 악성 URL에 대한 실시간 클릭 보호

• 클릭 추적을 통한 보고 및 URL 추적

ADVANCED eDISCOVERY

• 관련 문서를 찾기 위한 기계 학습

• 데이터 관계를 식별하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이용
한 주제 분석

• 중복 및 전자 메일 스레딩으로 문서 볼륨을 줄여
고유 한 것을 식별

SECURED
ATTACHMENTS/URLS

ADVANCED
eDISCOVERY

CUSTOMER
LOCKBOX

보안 및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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