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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가치및주요구성요소

Microsoft PowerApps



IT 어플리케이션개발은비용을

최소화하고급변하는비즈니스요구

사항을지원하기위해하위코드및

고생산성어플리케이션플랫폼으로

이동하고있습니다.

이러한고생산성어플리케이션플랫폼의

핵심은이플랫폼이기본적으로기존

비즈니스데이터







Dynamics 365Office 365 Azure



Microsoft Power Platform
Office 365, Dynamics 365 및독립실행형어플리케이션을아우르는단일 Low-Code 플랫폼

분석. 실행. 자동화.

Power BI
비즈니스분석

Power Apps
어플리케이션개발

Power Automate
워크플로자동화

공통
데이터서비스

데이터
커넥터

AI Builder

Power Virtual Agents
지능형가상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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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디자이너 디자이너보기 대시보드디자이너 캔버스스튜디오

흐름(워크플로및비즈니스프로세스)

공통데이터서비스

플랫폼에기본적으로탑재된 Dynamics 
365 데이터 - 통합이필요없음

엔터프라이즈급어플리케이션
수명주기관리

검증, 기본설정, 계산된필드등을
지원하는서버측비즈니스로직

Dynamics 365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지정 LOB 어플리케이션 ISV 어플리케이션Office 365 사용자지정

PowerApps

220개이상의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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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Apps

높은장벽없이고생산성앱개발



시장반응

Microsoft PowerApps



https://aka.ms/forresterLCAPwave2019

https://aka.ms/forresterLCAPwave2019


여기

https://www.pcmag.com/roundup/353252/the-best-low-code-development-platforms




Standard Bank에서근무하는
바네사의 IT 팀은플랫폼에서
200개이상의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있습니다.



http://aka.ms/SamitVideo

http://aka.ms/SamitVideo


고객사례

Microsoft PowerApps



https://powerapps.microsoft.com/en-us/blog/americanredcross/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sncf-travel-transportation-power-apps
https://customers.microsoft.com/doclink/arriva-london-travel-transportation-powerapps
https://customers.microsoft.com/doclink/multi-national-energy-company-uses-powerapps-to-create-a-decision-validation-tool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leonardo-global-solutions-professional-services-powerapps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belron-autoglass-consumer-goods-powerapps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gj-pepsi-consumer-goods-powerapps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motor-and-generator-service-company-develops-custom-apps-unifying-processes
https://customers.microsoft.com/doclink/drivetime-retail-consumer-goods-azure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eneco-power-and-utilities-powerapps
https://powerapps.microsoft.com/en-us/blog/reliable-electric-power-platform-customer-story/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nationaltrust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doclink/hawkary-pharmaceuticals-powerapps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north-state-grocery-retailers-powerapps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amtrak-travel-transportation-microsoft-365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mellanox-partner-professional-services-microsoft365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braskem-office365-powerbi-powerapps-chemicals-agrochemicals-brazil-en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intimidator-manufacturing-dynamics-365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virgin-atlantic-travel-and-transportation-power-apps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northwell-health-health-provider-powerapps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uem-edgenta-professional-services-office-365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goal-nonprofit-powerbi-dynamics-powerapps-lreland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mall-of-america-azure-iot-solution-accelerator-power-apps-powerbi-retailers-us-en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allen-arthritis-health-office365-powerbi-sharepoint-us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telstra-media-telecommunications-office365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apollo-travel-transportation-dynamics365-powerbi-powerapps-uk-sweden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majans-consumer-goods-dynamics-365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heathrow-airport-travel-transportation-powerbi-azure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macdonald-miller-professional-services-dynamics-365-azure-powerbi-blog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taylor-smith-group-professional-services-office365-sharepoint-onedrive-skype-powerapps-en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vnshs-health-provider-microsoft-flow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standard-bank-banking-capital-markets-powerapps
https://powerapps.microsoft.com/en-us/blog/microsoft-thrive/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virgin-atlantic-travel-and-transportation-power-apps
https://powerapps.microsoft.com/en-us/blog/americanredcross/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multi-national-energy-company-uses-powerapps-to-create-a-decision-validation-tool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belron-autoglass-consumer-goods-powerapps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drivetime-retail-consumer-goods-azure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motor-and-generator-service-company-develops-custom-apps-unifying-processes
https://customers.microsoft.com/en-us/story/gj-pepsi-consumer-goods-powerapps
https://powerapps.microsoft.com/en-us/blog/microsoft-thrive/
















https://powerapps.microsoft.com/en-us/blog/microsoft-thrive/


주요특징

Microsoft PowerApps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는

간단한작업을자동화함으로써오류를

줄이는동시에비용을절감할수

있다는 RPA 솔루션약속을통해

시장에서크게주목받고있습니다.

Microsoft Flow는단순한작업자동화를

넘어다양한기능을제공하는지능형

프로세스자동화서비스

Microsoft 

Power Automate



Microsoft

Power Automate



▪ 흐름을시작할수있는 400개이상의기본트리거에서
이벤트를처리하고사용자지정커넥터를통해외부
시스템의사용자지정이벤트를처리

▪ 트리거후작업은통합워크플로내 220개이상의커넥터
중하나에서데이터를읽고쓸수있음

▪ 앱과서비스전반을아우르는비즈니스프로세스를
신속하게모델링

▪ 이메일클라이언트나모바일장치에서처리할수있는
최신승인과통합

▪ AI 기반의사결정을위해 Microsoft Cognitive Services를
활용하는간단한 if-this-then-that 프로세스에서부터세부
조건분기에이르기까지모든사항을지원

▪ PowerApps.com에서 모든 PowerApp 라이선스가
포함되고완벽하게통합

Microsoft 자동화및통합
PowerAutomate



웹및모바일용앱 ▪ 독립실행형
사용자지정

채널전반

▪ 세밀하게사용자지정된작업및역할기반앱을
지원하는빈캔버스에서픽셀단위로완벽한환경을
구현

▪ 풍부한데이터모델과워크플로엔진에서
선언적이고응답성이뛰어난몰입형앱을생성

▪ Microsoft 및기타공급업체의이벤트및작업을위해
220개이상의데이터소스에연결

▪ 카메라, GPS, 푸시알림, 사용자지정컨트롤등의
네이티브모바일기능을활용하여소비자급
어플리케이션을구축

▪ 자연어처리, 이미지감지, 기타 Azure에서제공하는
기본제공인지서비스등인텔리전스를통한구축



AI Builder: 지능형앱및프로세스

CDS, ADLSv2 또는 230개이상의사전제작된
커넥터및사용자지정커넥터에서데이터를
가져옴

Power Platform 및 Dynamics용 Common Data 
Service에서예측가능

Microsoft AI의강력한기능을활용하는 Power 
Platform용하위코드 AI 솔루션

AI Builder를사용하여특정스키마및
프로세스에맞게 Dynamics 365 AI 제품을
사용자지정

전문개발확장성및거버넌스

공개미리보기



PowerApps 포털: 고객과함께참여

Microsoft 계정, LinkedIn, Azure AD B2C 등과같은상용
또는엔터프라이즈로그인공급업체를모두이용하며
익명액세스도허용

복잡한비즈니스프로세스를설계할수있는전문
개발자확장성및템플릿기능지원.

조직외부사용자와내부직원을위한반응성이
우수한다국어웹사이트를만들수있는하위코드
솔루션.

WYSIWYG 디자이너를사용하여웹사이트콘텐츠를
만들고, 폼, 보기, 차트, 대시보드와같은익숙한
구문을사용하여 CDS/Dynamics 데이터로내용을
보강.

고객셀프서비스, 파트너관리, 이벤트관리, 커뮤니티
셀프서비스와같은사전제작된템플릿을사용하거나
자체포털을제작.



▪ 모바일및웹앱을지원하는 "기본제공" 

데이터저장소

▪ 표준화된데이터모델을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시작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및데이터통합자가
손쉽게상호운용(Common Data Model 

– CDM)할수있음

▪ 260개이상의표준화된엔터티를
지원하는업계파트너를통해강화된
Dynamics 365, Office 365 및 Azure 

데이터사용가능

▪ 확장성, Power BI 데이터흐름, Azure 

Data 서비스, Informatica 등기존앱과
서비스전반에서통합가능

▪ 계층적인행수준의보안을통해강력한
역할기반액세스제어

CDM 스키마



▪ 매월수백만명의사용자가사용하는 Excel Power 

Query 기능을사용하여 CDS와직접통합

▪ CDM 엔터티매핑 UX, 환경, 예약된새로고침
등과같은기본제공관리기능

▪ 300개이상의변환을통해데이터를정리하고
형태를조정

▪ PowerApps.com에서 모든 PowerApp 라이선스가
포함되고완벽하게통합



▪ 220개이상의클라우드서비스, 콘텐츠서비스, 
데이터베이스, API 등에대한기본제공연결

▪ 온프레미스데이터게이트웨이를통해온프레미스
시스템과의원활한하이브리드연결

▪ 사용자지정커넥터지원을통해개발자/IT 시스템이
시민개발자를위한구성요소로등록

▪ 단일어플리케이션에여러데이터소스가제공되어
시스템전반의프로세스를지원

▪ PowerApps 라이선스에포함

기본제공커넥터 + 

사용자지정커넥터



▪ 통합관리센터는 AAD 테넌트또는환경에서자사, 타사
및사용자지정앱을폭넓게관리하여다양한정책과다중
인증을지원

▪ ID 관리 , 전체감사로그, 사용량분석및데이터손실
방지포함

▪ FedRAMP 높음, HIPAA, EU 모델조항, SOC, GDPR을
포함하여 13개이상의표준을준수

▪ Intune을 통한모바일어플리케이션관리/모델장치관리

▪ 조직및관리자분석정보를통해어플리케이션의사용량과
성능에대한심층적인가시성을제공

▪ 사용자를계속유지할수있도록모든문제를조기에
감지하고사전에대응하여품질을개선

▪ 플랫폼의모든앱에서상태및구현문제추적

관리보고및분석기능



▪ 풍부한전문개발자툴을통한다양한사용자지정
및개발환경

▪ Visual Studio 기반확장작성, 선언적사용자
지정과프로그래밍방식의사용자지정을모두
지원하는도구

▪ 다양한프로그래밍언어, 플랫폼및장치에서
사용할수있는웹 API(OData 지원).

▪ C# 또는 VB.NET에서기본적으로지원되는
플러그인[.NET 어셈블리]을통해표준플랫폼
동작을보강하는사용자지정비즈니스로직(코드) 

지원



이제타사개발자가기본제공되는환경에원활하게추가할수있는
사용자환경을구현할수있습니다.

PowerApp 구성요소
프레임워크를미리보고있습니다!

지금미리보기(모델기반)

• 이제개발자는모델기반 PowerApp와
Dynamics 365를위한뛰어난시각적구성
요소를구축할수있습니다.

• 사용자지정구성요소는반응성이우수하고
재사용이가능하며솔루션이여러폼팩터를
인식하고지원

• 현재 IP와기술을재사용 –프레임워크는
표준웹기술인 TypeScript/JS, CSS, HTML5를
기반으로함

• 대응및패브릭지원예정

• 추가정보 - https://aka.ms/PCFBlog

https://aka.ms/PCFBlog




Solution Checker는특정성능및안정성위험에대해
플래그를지정함으로써품질을개선하는 PowerApps 

솔루션의풍부한정적분석을지원합니다.

App Checker를통해앱에서오류및성능문제를더빨리
찾아해결



교육, 커뮤니티및파트너

Microsoft PowerApps



학습 –지속적인통합

https://docs.microsoft.com/en-us/powerapps/

https://docs.microsoft.com/en-us/powerapps/


1만
4천명

교육받은학생컨퍼런스에직접참석한사용자

1백만명

10만명

활성커뮤니티구성원 297개

3만 3천명 제출된아이디어

독립사용자그룹 25만명 아이디어를제출한
사용자

회계연도 2019년이벤트 371건

직접참석한사용자 11,800명
이상/NPS 53 이상

일일대시보드

회계연도 2019년이벤트 180개

직접참석한사용자 5,200명
이상/

NPS 57 이상

일일앱

7월시작

회계연도 2020년 40개도시

도시당참석자 1000명

Power Platform 월드투어

PowerApps 챔피언

Power Platform커뮤니티



산업가속화요소: 사용자지정엔터티를통한신속한앱개발

상태 높은 ED 비영리

환자치료

의료요청

약속

학생관리

교육과정관리

학력

구성원관리

기부관리

권한부여/수상관리

공통데이터모델을통해공개적으로문서화된통합스키마가제공되어핵심업종에서턴키앱개발을지원함으로써에코시
스템전반에서균일성을유도하고시스템통합자및 ISV의시장출시시간을크게단축



PowerApps.com의파트너솔루션소개



appsource.microsoft.com의앱
마켓플레이스



Dynamics 365

Sharepoint

Teams

Office 365

Power Platform

개발자플랫폼

비즈니스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