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crosoft Teams 
채팅 기반의 워크스페이스



협업의 중요성 높아짐

Geographically Distributed 
Need varied ways to connect across 

locations and time-zones

Internal & External Team Members
Team members outside the firewall need 

unfettered access

Multi-Generation Workforce
Different expectations and preferences 

for tools  

5년전과 비교해 보면
임직원들이 거의

2배
많은 팀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분산
지역이나 시간대와 상관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

내부및외부팀멤버

고객 및 협력사 등 외부에 있는 팀원들과의
협업

다양한세대의임직원

업무 방식 및 도구에 대한 서로 다른
기대와 선호



그룹마다 다양한 요구를 갖고 있음

문서 동시 편집

채팅 기반의 업무 스페이스

사이트와 콘텐츠 관리

기업용 소셜

메일과 캘린더

전화, 화상 및 미팅
시간의낭비
업무 어플리케이션 전환시 서로 다른 사용자
경험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필요

Shadow IT 
일관성 없는 사용자 접근 통제, 보안 및 규정
준수로 보안 위협을 초래

분산된앱
업무 어플리케이션 간의 단절
– 개별적 로그인, 정보 공유 및 탐색의 어려움



Office 365 
모든 그룹의 워크 스타일을 지원

SharePoint

Teams

Office 365 Pro Plus

Yammer

Outlook

Skype

사이트와 컨텐트 관리

채팅 기반의 업무 스페이스

문서 공동 작업

기업용 소셜

메일과 캘린더

전화, 화상 및 미팅

Office 365 Groups

완벽한협업솔루션
Office 365는 기업 전체의 다양한 협업 요구를
해결

고객중심의편리한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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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과규정준수
Office 365는 오늘날 기업에서 요구되는 보안, 

규정 준수 및 관제 기능을 제공



최상의협업솔루션구성

문서
공동작업

Office 365 Pro Plus

동시편집

데스크탑, 모바일, 

웹에서 모두 지원

메일과
일정

Outlook

84% 

포춘 1,000대
기업의

클라우드
이메일 사용률

전화및화상
회의

Skype

1억건

매달 개최되는
Skype 회의수

새로운

Microsoft

Teams

채팅기반의
워크스페이스

Teams

사이트와
콘텐츠관리

SharePoint

1.9억명

실 사용자

기업용
소셜

Yammer

85%

포춘 500대
기업의

야머 사용률



소통 특성에 따른 협업

신속함

인원규모

Microsoft
Teams 

Skype for 
Business

Yammer

Outlook

Skype 
Meeting

Broadcast

Outlook 
Groups



Office365 협업 솔루션 비교

주사용
시나리오

격식을 차린
공지/전달/기록

게시성 정보공유/

토의/Q&A/건의/

브레인스토밍

역할 메일

무한대 팀 당 600명
(추후 확장 예정)

최대 1,000명도달범위

소통형태

없음

메일 송/수신 포스팅/댓글 채팅/댓글/자료공유
/화상 및 음성 회의

즉시성

소셜기능
지원

낮음 중간 높음 높음

Outlook
Outlook
Groups Yammer

Microsoft
Teams

Skype for 
Business

Skype 
Meeting 

Broadcast

그룹관리 기업 소셜 네트워크 팀 협업 공간 통합 커뮤니케이션 방송

그룹 별 구성원
정의 및 관리

메일/포스팅/댓글

소속 팀 및 TFT 내
소통/자료 공유/

화상 및 음성 회의

원거리 회의/

프레젠테이션/

상대방 상태
확인/통화

사내 교육/대규모
세미나/임원
인사말 전달

화상 및 음성
회의/채팅/전화

방송 시청

전사 직원 전사 직원 최대 10,000명

중간 높음

Like/전달/@멘션 Like/북마크/전달/

@멘션/설문조사/

칭찬하기/공유/

#태그

이모티콘/Like/

북마크/@멘션/3rd

party 서비스 연동

이모티콘/설문조사 설문조사/Q&A/

Yammer 연동



Outlook 
최신배포리스트

Yammer
업무관련관심사에기반한
커뮤니티

Microsoft Teams
빠른속도의협업

Skype
전화및화상회의

SharePoint
공유된파일에대한라이브러리

Marks & Spencer는 Office 365를
협업에 어떻게 이용 하였는가?

“직원들이 어떤 업무 도구를 이용해야 하는지 물어볼 때 ,
나는 업무 방식에 기반하여 원하는 도구를 이용하라고 말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미 Office 365 그룹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협업을 위한 소통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티븐 콜리어, 기술 아키텍트 리드, Marks & Spencer



협업에 적합한
소통 환경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교류

각 팀을 위한
맞춤 구성

각 팀의 일상 업무에 필요한

컨텐츠와 기능을 맞춤 구성

팀워크를 위한 허브

Office 365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채팅 기반의 워크스페이스 (Microsoft Teams)

보안팀이 신뢰하는
보안성

엔터프라이즈 요구에 맞는

보안 및 규정 준수 기능 제공



협업에 적합한 소통 환경

언제나 필요한 콘텐츠와 채팅 기록을 볼 수 있음.

팀 채팅과 할 일 목록은 전체 팀에게도 공유

소규모 그룹 대화에 개인 대화방 제공

Skype video call을 이용하여 실시간 협업

다양한 디바이스 지원



팀 워크를 위한 허브

팀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채팅, 콘텐츠, 사람 그리고 툴이
실시간으로 동작

임직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빠르게 접근

SharePoint, OneNote, Skype for Business와의 연동

Office와 다른 문서와의 연동



각 팀을 위한 Customization

탭을 추가해서, 자주 사용하는 문서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빠르게 접근

봇(bot)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빠르게 획득하거나, 빠른
실행을 가능하게 함

3rd party 툴과 서비스로부터의 업데이트를 Office 365 

Connector를 이용하여 당겨 볼 수 있음

연동을 위한 developer preview API를 제공



보안팀이 신뢰하는 보안

광범위한 compliance 표준 지원: ISO27018/01, SOC 1 

and 2, HIPPA, EU Model Clauses & more

모든 상황에서 데이터 암호화 (at-rest and in-transit)

다중 단계 인증 (MFA)를 통해 향상된 인증 보안

강력한 고객 개인 세이프 가드 제공



Exchange
일정 정보를 Exchange로부터 가져옵니다.

SharePoint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공유되는 파일은 전부 SharePoint에 저장됩니다.

OneDrive
개별 채팅 공간에서 공유되는 파일은 OneDrive에 저장됩니다.

Yammer
Connector를 이용하여 자동 알림을 받습니다.

Lync (Skype for Business)
Lync 사용자와도 채팅이 가능합니다.



Exchange
일정 정보를 Exchange로부터 가져옵니다.

SharePoint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공유되는 파일은 전부 SharePoint에 저장됩니다.

OneDrive
개별 채팅 공간에서 공유되는 파일은 OneDrive에 저장됩니다.

Yammer
Connector를 이용하여 자동 알림을 받습니다.

Lync (Skype for Business)
Lync 사용자와도 채팅이 가능합니다.



‘모임’ 탭에서 확인 가능한 일정들은 모두
Exchange에 저장되어 있는 일정들이며, 

Skype모임또는 Teams 모임을 ‘참가’ 버튼만
누르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change
일정 정보를 Exchange로부터 가져옵니다.

SharePoint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공유되는 파일은 전부 SharePoint에 저장됩니다.

OneDrive
개별 채팅 공간에서 공유되는 파일은 OneDrive에 저장됩니다.

Yammer
Connector를 이용하여 자동 알림을 받습니다.

Lync (Skype for Business)
Lync 사용자와도 채팅이 가능합니다.



‘팀’ 생성시, 팀의 SharePoint가 자동 생성되며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탭이생성됩니다.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공유되는 모든 파일은 해당
SharePoint에 모두 저장됩니다.



Exchange
일정 정보를 Exchange로부터 가져옵니다.

SharePoint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공유되는 파일은 전부 SharePoint에 저장됩니다.

OneDrive
개별 채팅 공간에서 공유되는 파일은 OneDrive에 저장됩니다.

Yammer
Connector를 이용하여 자동 알림을 받습니다.

Lync (Skype for Business)
Lync 사용자와도 채팅이 가능합니다.



Microsoft Teams를사용하지 않는 Skype 사용자와도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후 지원 예정)



Exchange
일정 정보를 Exchange로부터 가져옵니다.

SharePoint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공유되는 파일은 전부 SharePoint에 저장됩니다.

OneDrive
개별 채팅 공간에서 공유되는 파일은 OneDrive에 저장됩니다.

Yammer
Connector를 이용하여 자동 알림을 받습니다.

Lync (Skype for Business)
Lync 사용자와도 채팅이 가능합니다.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 – ‘커넥터’를 선택하여
소속된 Yammer 그룹의 알림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change
일정 정보를 Exchange로부터 가져옵니다.

SharePoint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공유되는 파일은 전부 SharePoint에 저장됩니다.

OneDrive
개별 채팅 공간에서 공유되는 파일은 OneDrive에 저장됩니다.

Yammer
Connector를 이용하여 자동 알림을 받습니다.

Lync (Skype for Business)
Lync 사용자와도 채팅이 가능합니다.



‘채팅’ 탭의 개인 채팅 창에서 공유되는 모든 파일은
자신의 OneDrive에 저장되며, 자동으로 채팅상대에

공유권한 설정을 해 줍니다.



많은 팀에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



제품 로드맵

추가 기능 및 추가 언어181개 국가에 18개 언어로
Preview 제공 (한국 및 한국어
포함)

공식 출시



27

Microsoft Confidential Information  – Under NDA Only

기록이 남는 개별 채팅방

언제든 다시 시작 가능한 채팅방
기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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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모티콘

화상회의

팀 채팅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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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Drive 문서 저장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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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공유와 동시에채팅이
가능한 협업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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