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적인 기업을 위한 최고의 업무 솔루션

최신 버전의 Office 앱 제공 / 모든 디바이스에서 활용

스마트오피스에 최적화된 플랫폼

지능형 클라우드 서비스 및 세계적인 수준의 보안

클라우드를 통해 자유롭게 파일을 저장하고 액세스하고 공유



Microsoft 365는 지능형 보안을 기반으로 팀워크와 창의력을 높여 더욱 높은 업무 생산성을 실행하는 통합 인텔리전트 솔루션으로

현대 사용자들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한데 모은 클라우드 기반 구독 서비스입니다. 

Microsoft 365는 최신버전의 Office365 앱과 Windows 10  및 Enterprise Mobility + Security 로 구성되어 있으며, 

Excel, Outlook과 같은 업계 최고의 앱과 OneDrive, Microsoft Teams와 같은 강력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결합된 Microsoft 365를 이용하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장치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365 소개

Microsoft 365 특징

Microsoft 365 장점

비즈니스 혁신

수동 서류 작업 줄이기

Microsoft Forms를 사용하여 수동적이고

반복적인 서류 양식을 디지털화

인사이트 확보

설문조사, 투표 및 설문지를 만들어 직원과

고객으로부터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수집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

반복 작업을 더욱 쉽게 Power Automate를

사용하여 일상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

기존 앱과 호환

Microsoft Teams의 타사 앱 통합을 

통해 한 곳에서 모든 도구에 액세스

생산성 향상

Office 앱 포함

최신 버전의 Word, PowerPoint,

Excel 등으로 어느 디바이스에서나 

최신 상태를 유지

전자 메일 및 일정 관리

Outlook 및 Exchange를 사용하여

고객 및 동료와 연결

채팅, 통화 및 모임

Microsoft Teams에서 채팅, 온라인 모임 

및 통화로 팀원과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

클라우드 저장소

1TB의 OneDrive 저장소를 사용하여 

어디에서나 파일을 관리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사이버 위협 보호

바이러스, 맬웨어, 피싱 시도, 랜섬웨어,

스팸 및 기타 위협으로부터 보호

고객 데이터 보안 유지

사이버 범죄, 무단 액세스 및 우발적인

삭제로부터 정보를 보호

디바이스 보호

직원의 개인 디바이스에 액세스하는 

경우에도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

IT관리 간소화

사용자, 디바이스 및 데이터를 쉽게

설정 및 관리하여 비즈니스 운영에 더 집중

저렴한 초기 비용
별도 서버 구축 비용, 관리 비용이 필요 없으며

예산 산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항상 최신 상태 유지
최신 Office 앱의 데스크톱 버전과 온라인 버전이 

모두 제공되며 업데이트도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

모든 장치에서 활용 가능

데스크톱, 태블릿 PC 및 휴대폰 각각 5대씩, 최대 15대에서 

활용 가능하며, Windows Device, Mac, iPad, iPhone 

및 Android OS 버전을 모두 제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작업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어디서든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공동 작업을 하거나 공유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업무 환경 제공
계정별, 데이터별, 장치별 보안 기능을 제공하여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 합니다.

전문 기술지원 제공

데이터 자동 백업 및 복구 가동률 99.9%를 보장하며 

연중무휴 온라인 및 전화 지원을 제공합니다.

Microsoft 365 One Admin

Office 365

Word, Excel, PowerPoint, Outlook, 

OneNote, Publisher 및 Access

Exchange, OneDrive, Microsoft Teams, 

SharePoint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는 추가 앱

(Bookings, Outlook 고객관리자 등)

광범위한 비즈니스 생산성 및 협업 도구

Enterprise Mobility + Security

Office 모바일 앱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보호

Windows 10 PC를 위한 디바이스 관리

다양한 디바이스에 걸친 일관된 보안 설정 및 

회사의 데이터 보호

기업용 디바이스 관리 및 보안 도구

Windows Defender Anti Virus를 통해 

항상 최신 버전으로 보호

Windows 10

단일 관리자 콘솔을 통해 사용자 계정 및 

디바이스를 설정하고 관리

Windows 10 PC 내에서의 오피스 설치 

자동화

최신 Office 및 Windows 10 설치

단순화된 디바이스 배포 및 사용자 계정

Windows AutoPilot을 통해 PC의

Windows 설치 단순화



· Microsoft Intune 

· Azure Active Directory Premium P1

· Azure Information Protection P1

· Microsoft 365 데이터 손실 방지

Enterprise Mobility + SecurityEMS

· Microsoft Intune

· Azure Active Directory Premium P1

· Azure Information Protection P1

Enterprise Mobility + SecurityEMS

Business Basic

온라인 Office와 클라우드 저장소를 

활용하는 간편한 원격 솔루션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포함된 프리미엄 Office 앱 포함된 프리미엄 Office 앱

포함된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Microsoft 365 E3 포함 사항

작업 관리 작업 관리 작업 관리

보안 및 위협 관리 보안 및 위협 관리 보안 및 위협 관리

Microsoft 365 E5 포함 사항 Microsoft 365 F3 포함 사항

웹 버전과 모바일 버전의 Word, Excel 및 

PowerPoin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스크톱 설치 버전 미포함)

디바이스 및 클라우드 파일 저장에 

Office 앱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라면!

(전자메일 및 Teams 미 포함)

Office 프로그램으로 전면적인 원격 근무 및 

공동 작업 도구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안전한 원격 근무 솔루션과 

고급 사이버 위협 방지 및 디바이스 관리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Apps for Business Business Standard Business Premium

Windows 10 Business 업그레이드 

· Microsoft Intune (데이터 보안)

· Azure Active Directory Premium P1  

Enterprise Mobility + SecurityEMS

· Microsoft Intune

· Azure Active Directory Premium P1

· Azure Active Directory Premium P2

· Azure Information Protection P1

· Azure Information Protection P2 

· Microsoft 365 데이터 손실 방지

· Microsoft 365 Defender

· Cloud App Security

· 고급 규정 준수

Enterprise Mobility + SecurityEMS

설치형 Office

온라인 Office

핵심 보안 및 규정 준수 기능과 함께 

동급 최고의 생산성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동급 최고의 생산성 앱과 고급 보안, 규정 준수, 

음성 및 분석 기능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일선 직원을 연결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포함된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포함된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포함된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OneDrive

Outlook Word Excel

Access
(PC 버전)

Publisher
(PC 전용)

PowerPoint

Outlook OneNoteWord Excel PowerPoint

Microsoft
Teams

Microsoft
Stream

SharePoint OneDrive

Outlook OneNoteWord Excel PowerPoint

Microsoft
Teams

Microsoft
Stream

Power BI proSharePoint OneDrive

Power
VirtualAgent

To DoPlanner Power Apps Power
Automate

Outlook Word Excel

Access
(PC 버전)

Publisher
(PC 전용)

PowerPoint

Outlook Word Excel

Access
(PC 버전)

Publisher
(PC 전용)

PowerPoint

포함된 프리미엄 Office 앱 포함된 프리미엄 Office 앱

Teams Exchange

SharePoint

OneDrive Teams Exchange

SharePoint

OneDrive Teams Exchange

IntuneSharePoint

OneDrive

Azure
Information
Protection

Microsoft 365 라이선스 소개

Microsoft 365 Business -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적합한 생산성 솔루션

Microsoft 365 Enterprise - 지능형 클라우드 서비스와 세계적인 보안, 업계 최고의 생산성 앱을 제공하는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

Outlook OneNote

Word Excel PowerPoint

Microsoft
Teams

Microsoft 365 E3 Microsoft 365 E5 Microsoft 365 F3

Power
VirtualAgent

To DoPlanner Power Apps Power
Automate

Power
VirtualAgent

To DoPlanner Power Apps Power
Automate



Microsoft 365 Enterprise/Business 제품 비교

5대의 PC, 태블릿 및 스마트폰에 설치 가능

Office Online Office 웹 버전

OneDrive for Business 파일 저장 및 공유 공간

Microsoft Stream 기업용 동영상 저장 및 공유 서비스

Exchange Online 기업용 이메일, 캘린더, 연락처

SharePoint Online 포털, 정보 공유, 클라우드 스토리지

Microsoft Teams, Online 채팅, 현재 상태, 전화, 화상회의

Windows 10 사용자당 라이선스(업그레이드 라이선스)

Microsoft MyAnalytics 사용 통계 및 업무 패턴 인사이트

O365 Advanced Compliance E-Discovery 검색 지원 및 데이터 분류 자동화

Microsoft Power BI Pro BI 대시보드

O365 Advanced Threat Protection, Windows Defender Advanced Threat Protection, 

Azure Advanced Threat Protection, O365 Threat Intelligence 보안 공격에 대한 시각화

Audio Conferencing, Phone System

Microsoft Intune 장치 및 어플리케이션 제어

Azure Information Protection 문서 암호화

Windows Defender Antivirus, System Guard,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 

Windows Hello for Business, Windows AutoPilot, BitLocker and BitLocker To Go

Windows Defender Application Guard, Credential Guard, Windows Analytics Device Health

Microsoft Application Virtualization (App-V) 및 User Experience Virtualization (UE-V)

Microsoft Cloud App Security 클라우드 보안 감시 및 섀도 IT 방어

M365 Business
Premium

M365
E3

M365
E5

1TB

Plan 1

Plan 1

Plan 1

Plan 2

Business

1-5+ TB

Plan 1

Plan 2

Plan 2

Plan 2

Enterprise E3

1-5+ TB

Plan 2

Plan 2

Plan 2

Plan 2

Enterprise E5

Plan 1 Plan 1 Plan 2

Microsoft 365 Enterprise

고급
기능

기본
기능

300명 인원수

Microsoft 365 E5  -  Microsoft 365 E3 + 최고급 보안 기능 + 최고급 인텔리전스 기능 + 최고급 협업 기능

Microsoft 365 E3  -  고급 이메일, 고급 협업, 공동편집, Office, 대용량 스토리지, Windows 10, 고급 인텔리전스 및 고급 보안 기능

Microsoft 365 Business
이메일, 협업, 공동편집, Office, 스토리지, Windows 10 및 기본 보안 기능

(라이선스 버전에 따라 상이함)

Microsoft 365 F3
이메일, 협업, 공동편집, Office, 스토리지, Windows 10 및 기본 보안 기능

주소 : 05836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4, 케이디빌딩 1304호

제품구입문의 : sales@sgacorp.kr     URL : www.sgaclou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