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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 Digital Workplace의도입목적과효과
� Digital Workplace의개념과도입배경

� Digital Workplace의최근트랜드와변화

� Digital Workplace 구축요건

� Digital Workplace 의미래(meta workplace)

� Microsoft 365 주요기능소개및이해
� Microsoft 365 버전별주요기능소개

� Microsoft 365 새로운기능 Update



Why Digital Workplace

효율성의강화 직원인식의변화 기술적성숙도

Gartner 2020 Digital Workplace
Survey: 68%의 CEO가코로나이후디
지털워크플레이스구축에더힘을쏟

겠다라고답변

5년전대비팀의숫자는
2배이상증가

프리스위라지초드리하버드대경영
대학원교수:

“이제기업은직원들이어느곳에서나
일할수있음을수용해야한다”

일터의 50%가 MZ 세대로구성

사람인국내기업 518개사조사
위드코로나시대에가장필요한준비:

‘내부조직의디지털전환등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44.6%,

‘비즈니스구조온라인전환가속’
35.1%

디지털워크플레이스 = 업무환경의디지털혁신



Modern workplaceModern Work







“디지털기술로일하는환경과방식을혁신하여
사용자에게최적화하고, 생산성을높이는것”

(즉, 업무공간을디지털혁신하는것)



“디지털기술로일하는환경과방식을혁신하여
사용자에게최적화하고, 생산성을높이는것”

언제어디서나어떤기기에서도직원들이업무수행과협업이가능하도록

1) 필요한애플리케이션과데이터, 인프라환경을제공하고,

2) 조직의문화, 프로세스, 성과제도등의조직운영전반을혁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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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술로일하는환경과방식을혁신하여
사용자에게최적화하고, 생산성을높이는것”

우리회사의상태를

객관적으로파악하자

솔루션선택의

명확한기준을세우자

현실적이고

체계적인구축전략을

수립하자



• 내외근직비율, 속한산업군등을
고려하여비즈니스로직의
디지털화가능여부따져봐야함

• 기존디바이스환경과는다른
BYOD 환경운영여부

• 팀업무, 개인업무, 업무시스템
등현재근무여건의디지털화시
생산성변화파악

• 디지털워크플레이스는비즈니스
전략이기에, 경영진의지가가장
중요

• 직원스스로기존환경보다
디지털화된업무환경의이점을
납득할수있어야함

• 기반인프라파악하고요구
사항을명확히세워야함

• 객관성을확보할수있는전문
벤더나파트너의도움을받을
수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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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 그룹사 5개 근로자 유형 예시





Digital Workplace를위한최적의통합솔루션 M365

데이터
기반

보안

생산성 /
협업

분석

접근제어 데이터보안 컴플라이언스

협업소통 회의 문서/지식

Android iPhone Windows Phone Tablet PC

Power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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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Skype For 
Business

Yammer

Share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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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s
OneDrive 
For 
Business

T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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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place 
Analytics MyAnalytics

Azure RMS O365 
Compliance

O365
DLP

모빌리티

Planner

Office 365

Microsoft 365 = Office 365 + Windows 10 + Enterprise Mobility & Security + Productivity Apps 







Source: Consultancy.uk

“향후 10년간 Fortune 1000대기업중 80%가대체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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