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e 365 기업용
Office 365 Buisness

Office 365 Buisness
Premium

Office 365 Buisness
Essential

PC, Mac 또는 모바일에서
Office 앱 및 클라우드 파일
저장 및 공유 기능이 필요한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합니다.
비즈니스 전자 메일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PC, Mac 또는 모바일에서
비즈니스 전자 메일, Office
앱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가 필요한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합니다.

PC, Mac 또는 모바일에서 비
즈니스 전자 메일 및 기타 비
즈니스 서비스가 필요한 비즈
니스에 가장 적합합니다. 데
스크톱 버전의 Office 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 된 Office 앱

포함 된 Office 앱

포함 된 Office 앱
웹 모바일 버전만 사용 가능

포함 된 서비스

포함 된 서비스

포함 된 서비스

Office 365 Business

Office 365 Business
Premium

Office 365 Business
Ess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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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톱 버전의 PC 및 Mac용 Office 앱
Windows 또는 Mac용 Outlook, Word, Excel, PowerPoint 정품 및 항상 최신 버전
(PC 전용 Access 및 Publisher)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문서에서 작업할 수 있는 실시간 공동 작성 기능
각 사용자는 최대 5대의 PC 또는 Mac에 Office 앱을 설치할 수 있음

웹 및 모바일 버전의 Office 앱
웹 버전의 Word, Excel 및 PowerPoint
최대 5대의 휴대폰과 5대의 태블릿에서 iOS, Android 디바이스용 Word, Excel, PowerPoint의 항상 최신
버전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문서에서 작업할 수 있는 실시간 공동 작성 기능
팀워크 및 커뮤니케이션
Microsoft Teams를 통해 최대 250명의 사람과 온라인 미팅 및 화상 통화를 주최
Microsoft Teams를 사용하여 데스크톱에서 또는 모바일로 팀과 채팅
Microsoft Teams를 통해 팀의 모든 채팅, 모임, 파일, 앱을 한 곳으로 모아 쉽게 연결하고 공동 작업
SharePoint를 통해 팀 사이트를 만들어 정보, 콘텐츠, 파일을 인트라넷 전체에서 공유

전자 메일 및 일정 관리
50GB의 사서함이 제공되는 전자 메일 호스팅
자체 맞춤 도메인 이름 사용(예: 이름@회사이름.com)
Exchange를 통해 휴대폰, 태블릿, 데스크톱과 웹에서 비즈니스 클래스 전자 메일 사용
일정을 관리하고, 참석 가능한 모임 시간을 공유하고, 모임을 예약하고, 미리 알림을 설정
공유 일정을 통해 간편하게 모임을 예약하고 초대에 응답
어디서나 새 사용자 전자 메일을 설정하고, 삭제된 계정을 복원하고, 사용자 지정 스크립트를 만드는 등의
작업 가능

파일 저장 및 공유
파일 저장 및 공유를 위한 1TB의 OneDrive 저장소
파일 작업을 하고 OneDrive 또는 SharePoint에 직접 저장하세요. 변경 사항이 동기화된 모든 장치에서
업데이트됩니다.
액세스 또는 게스트 링크를 제공하여 외부 연락처와 파일 공유
안전하게 문서를 공유하고 전자 메일로 전송하여 적정 권한을 가진 사람만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함
PC 또는 Mac 및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파일 액세스 및 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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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365 Enterprise
Office 365 Pro Plus

Office 365 E1

Office 365 E3

Office 365 E5

Office 애플리케이션과 클
라우드 파일 저장 및 공유
기능이 필요한 기업에 가장
적합합니다. 비즈니스 전자
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자 메일, 파일 저장 및
공유, Office Online, 모임
및 IM 등 비즈니스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Office 응용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습
니다.

ProPlus 및 Office 365 E1의
모든 기능과 함께 법적 보
존, 데이터 손실 방지 등의
보안 및 규정 준수 도구를
제공합니다.

Office 애플리케이션과 클
라우드 파일 저장 및 공유
기능이 필요한 기업에 가장
적합합니다. 비즈니스 전자
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 된 Office 앱

포함 된 Office 앱

포함 된 Office 앱

포함 된 Office 앱

포함 된 서비스

포함 된 서비스

포함되지 않음

포함 된 서비스

포함 된 서비스

기타제품
Microsoft 365
Microsoft 365는 간단한 디바이스 관리와 강력한 보안 기능을 Office 365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기업에 최적화된 SaaS 모델입니다.
통합된 웹 기반 관리센터에서 사용자와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협업과 보안,
편의성은 물론 비용절감 효과까지 누려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종류
Microsoft 365 Business, Microsoft 365 E3, Microsoft 365 E5, Microsoft 365 F1

Microsoft Azure
Microsoft Azure는 기업의 비즈니스를 위해 끊임없이 확장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익숙한 도구 및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Fortune 500대 기업 중 90% 이상 Microsoft Cloud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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