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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명: 골프존유원홀딩스 

홈페이지: company.golfzon.com 

국가 또는 지역: 대한민국 

산업: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헬스 

회사 개요  

골프존유원홀딩스는 골프존, 골프존유통, 

골프존카운티, 뉴딘콘텐츠 등 자회사로 

구성된 그룹의 지주 회사로 토털 레저 

스포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Microsoft Office 365  

 Exchange Online  

구축 파트너: 테크데이타 

(www.techdata.co.kr)

 

“보통 새로운 것을 들여오면 기존에 잘 쓰고 있는 것을 왜 바꾸었냐는 말이 나옵니다. 

Exchange Online 전환 후 그룹 자회사를 다니며 의견을 구했는데 왜 바꾸었냐고 묻는 

이가 없었습니다. 사용자들은 용량이 너무 적고, 사용자 화면이 너무 불편했던 예전 

이메일이 싹 바뀐 것이 좋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골프존유원홀딩스 유윤재 팀장 

골프존유원홀딩스는 2015 년 12 월 사내 구축형 이메일 환경을 클라우드 이메일 

서비스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그룹웨어의 일부 기능으로 이메일과 일정 공유를 하던 

때와 비교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프존, 골프존유통, 

골프존카운티, 뉴딘콘텐츠에 근무하는 1,000 여 명의 사용자는  

Exchange Online 으로 모바일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기타 Microsoft 고객 성공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ko-

kr/customerevidence 

비즈니스 필요성 
골프존유원홀딩스는 2012 년 그룹웨어 

기능의 일부로 국내 D 사가 개발한 사내 

구축형 이메일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메일 서비스는 그룹 공통 업무 지원 

측면에서 제공되었습니다. 

골프존유원홀딩스는 공통 지원을 통해 

서비스 일원화, 관리 중앙집중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서비스 창구를 하나로 하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했습니다. 

바로 장애가 발생하면 그룹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골프존유원홀딩스 

유윤재 팀장은 “이메일 큐가 쌓여 몇 

시간씩 먹통이 되면 지원 부서로 문의가 

쇄도합니다. 국내 자회사부터 해외 

법인까지 모두 지원하다 보니 장애가 

발생하면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서비스이건 장애는 피할 수 없습니다. 

유사한 문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게 

조처하고, 장애가 일어나면 가능한 한 빨리 

대처해 다운 타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원 조직이 다운 타임을 줄이려면 서비스 

개발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입니다.  

골프존유원홀딩스는 서비스 개발사에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비스 계약(SLA)에 명시된 지원 내용은 

부족함이 없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즉각적은 대응을 바랄 수 없었고, 고객 

게시판에 문의해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골프존유원홀딩스는 

개발사와 협의해 자바로 개발한 최신 

이메일 서버로 바꾸었습니다. 

 최신 솔루션으로 교체한 후 잦은 장애 

발생은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문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사용자 불편이었습니다.    

기존의 이메일 서비스는 사용자들에게 

각각 1 기가바이트(GB)의 사서함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이메일 첨부로 수십 

메가바이트(MB)의 파일을 보내는 것이 

일상적인 시대에 1GB 의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데스크톱에 자신의 메일을 PST 파일로 직접 

장기 보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데스크톱을 받으면 PST 파일을 일일이 

복사해 옮기는 수고는 오롯이 사용자 

몫이었습니다.  

모바일에서 이용하기도 불편했습니다. 

각자 스마트폰에서 직접 POP3 설정을 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메일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일정 공유와 알림은 

안되었습니다. 그나마 스마트폰은 사정이 

나았습니다. 회의나 출장 등 밖에서 

   

Microsoft Office 365  

Case Study 
  

 
 

  

 
그룹웨어의 한계를 벗어난 이메일,  

모바일 오피스의 자유를 1,000 여 조직원에게 제공 

  

http://www.techdata.co.kr)/
http://www.microsoft.com/ko-kr/customerevidence
http://www.microsoft.com/ko-kr/customerevidence


 

 

 

 

 

본 사례 연구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Microsoft 는 이 문서를 통해 어떠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게시 날짜: 2016 년 3 월 

 

노트북을 쓸 때 이메일 사용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방화벽 

외부에서 이메일 사서함에 접근하는 것에 

제약을 두다 보니 사용자가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해결 방안 
골프존유원홀딩스는 사내 정기 설문 조사 

로 사용자 불편과 개선 대상을 파악합니다. 

이메일 서비스는 늘 시급히 행동에 나서야 

하는 혁신 과제로 꼽혔습니다. 

골프존유원홀딩스는 사서함 용량 증대, 

모바일 지원 강화라는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고, 동시에 지원 조직이 원하는 

장애 걱정 없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찾았습니다. 골프존유원홀딩스는 

마이크로소프트 Office 365 의 Exchange 

Online 과 Google Apps 의 Gmail 을 최종 

후보로 압축했습니다. 그리고 사내 관리 

체제와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유리한 

Exchange Online 을 선택하였습니다.  

골프존유원홀딩스는 Active Directory 

인프라를 사용자 인증과 장치 관리 토대로 

씁니다. Exchange Online 은 Active Directory 

통합이 쉬워 기존 골프존유원홀딩스의 관리 

체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Exchange Online 은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이지만 마치 사내 

시스템처럼 이메일 설정 프로파일과 사용자 

인증 정보를 관리하고 각종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사용자 경험 부문은 심미적 요인뿐만 

아니라 생산성 측면에서 Exchange Online 이 

더 나았습니다. 유윤재 팀장은 “Gmail 은 

서체 크기 조절도 마음대로 못하고 본문 

편집 기능도 없다시피 합니다. 개인적 

목적으로 쓴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임원 

보고나 대외 공문 용도로 이메일을 

작성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Exchange 

Online 은 브라우저에서 이메일을 작성해도 

마치 Word 로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골프존유원홀딩스가 

웹상에서의 편집 기능을 중요하게 본 이유는 

Outlook 보다 웹상에서 이메일을 쓰는 것을 

선호하는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Exchange Online 로 전환은 사용자 수가 

1,000 명 가까이 되었지만 지원 부서 개입 

없이 사용자 주도로 쉽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2015 년 12 월 지원 

부서는 이메일 이전 공지를 올렸습니다. 

사용자들을 이를 보고 데스크톱에 정장된 

PST 파일을 Exchange Online 사이트에 

마우스로 옮겼습니다. 사용자 주도로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지는 동안 지원 

부서는 Active Directory 그룹을 자회사 

단위(OU)로 구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마이그레이션의 전부였습니다. 서버 

구성, 계정 설정, 사서함 이전 등 전통적인 

방식을 따랐다면 족히 몇 개월 걸렸을 일을 

몇 주만에 뚝딱 처리한 것입니다.  

 

효과 
 Exchange Online 은 골프존이 이메일을 

제대로 쓰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사용자 

모두 그룹웨어의 일부 기능으로 일정과 

이메일을 쓸 때에는 생각할 수 없는 

편의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장치뿐 아니라 개인 기기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보니 이메일과 일정을 

놓칠 일이 없습니다. 그룹웨어 쪽지와 

일정을 쓸 일도 줄었습니다. Exchange 

Online 덕에 업무 연락과 일정 관리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여기저기 포스트잇이 

복잡하게 붙여졌던 것이 깔끔하게 노트에 

정리된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넉넉한 사서함 크기  

이메일 서비스를 바꾼 다음 사용자가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사서함 크기가 

1GB 에서 50GB 로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메일 장기 보관을 데스크톱에 

설치한 Outlook 을 통해서만 했습니다. 

웹상에서 이메일을 이용할 경우 최근에 온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메일에서 무엇을 찾으려면 꼭 데스크톱 

앞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50GB 로 

용량이 늘면서 굳이 PST 파일을 생성하지 

않아도 충분히 오랜 기간 사서함에 

이메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검색 

역시 데스크톱 앞이 아니라도 Outlook Web 

App 을 이용해 장소와 장치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유윤재 팀장은 “보통 새로운 것을 

들여오면 기존에 잘 쓰고 있는 것을 왜 

바냐는 말이 나옵니다. Exchange Online 

전환 후 그룹 자회사를 다니며 의견을 

구했는데 왜 바꾸었냐고 묻는 이가 

없었습니다. 사용자들은 용량이 너무 적고, 

사용자 화면이 너무 불편했던 예전 

이메일이 싹 바뀐 것이 좋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더불어 검색 속도가 

확실히 빨라진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바일의 자유 만끽  

골프존유원홀딩스의 1,000 여 사용자는 

Exchange Online 을 쓰면서 사내, 사외 구분 

없이 눈앞에 있는 장치로 이메일을 

이용하고, 일정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화벽 외부에서 노트북으로 

Outlook 이나 Outlook Web App 을 사용해 

이메일 사용과 일정 공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POP3 설정 없이 

Exchange ActiveSync 를 통해 이메일 

수발신과 일정 공유 및 알림을 편하게 

이용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일정 등록을 할 

수 없어, 일일이 사내 서버 접근이 가능한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꺼내 일정을 

기록하던 예전과 비교하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회의실 잡기 쉬워져  

골프존유원홀딩스는 자회사 간에 회의를 

자주 합니다. 대외 협력이 잦은 부서의 경우 

회의 일정을 잡고, 회의실을 예약하는 것도 

일입니다. Exchange Online 은 회의 편의도 

개선했습니다. 유윤재 팀장은 “그룹웨어 

일정 기능을 쓸 때보다 회의실 잡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회의 가능 일정을 협의부터 

회의실 예약까지 Outlook 에서 모두 

처리됩니다. 어느 자회사 회의실이건 

Outlook 에서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간단히 예약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객사명: 블루홀스튜디오 

홈페이지: www.bluehole.net 

직원수: 330명 

국가 또는 지역: 대한민국 

산업: 엔터테인먼트 

 

회사 개요 

블루홀스튜디오는 2007년 설립된 온라인 

게임 개발 기업입니다.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눈팔지 않고 게임 개발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테라 등의 히트작을 통해 

‘명가’로 이름을 높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Microsoft Office 365 Plan E3 

 Microsoft Office 365 Pro Plus  

 

하드웨어 

 N/A

 

“늘어난 인원에 맞춰 운영체제, Office, 서버 CAL 계약을 갱신하는 대신  

Office 365로 전환한 결과 약 3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EA 잔여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상태에서 전환한 결과 추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블루홀스튜디오 황상철 대리  

 

블루홀스튜디오는 사용자 수 증가와 모바일 중심의 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Office 365를 도입했습니다. 블루홀스튜디오는 급진적인 

변화 대신 EA 계약 내에서 점진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EA 와 Office 365의 이점을 모든 취한 블루홀스튜디오는 

사용자 수 증가, 새로운 장치 지원, 서비스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관련 비용을 3억 원 가까이 줄이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타 Microsoft 고객 성공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ko-kr/customer

evidence 

비즈니스 필요성 
블루홀스튜디오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주요 소프트웨어 자산을 관리해왔고, 

매년 갱신(True Up)을 통해 세부 조건을 

조정했습니다. 블루홀스튜디오는 2014년 

말 전년보다 10% 정도 증가한 인원에 

맞춰 운영체제, Office, 서버 CAL(Client 

Access License) 등 라이선스 계약 조건을 

바꿔야 했습니다. 라이선스 갱신을 앞두고 

블루홀스튜디오는 늘어난 직원 수만큼 

라이선스를 추가 확보하는 것과 현재 

모바일 수요 및 앞으로 달라질 조직 

여건을 고려해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했습니다.  

블루홀스튜디오는 뭐가 더 좋다 식의 

단순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존 

방식이 갖는 한계를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블루홀스튜디오는 사내에 

직접 이메일 서버를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했고, 메신저는 오픈 소스 솔루션을 

사용했습니다. 운영체제와 Office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자들이 쓸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사용자들이 무엇을 가장 불편하게 여기나 

살핀 결과 가장 시급한 개선 대상은 

이메일 사서함 크기였습니다. 이메일은 

회사의 중요 정보가 오가는 통로입니다. 

중요 업무 정보가 저장된 이메일 사서함 

관리는 사용자가 직접 합니다. 서버상에 

개인 사서함 공간을 크게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건은 대부분 조직이 

비슷합니다. 블루홀스튜디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블루홀스튜디오는 개인에게 

2GB 크기의 사서함을 제공했습니다.  

사서함 크기가 작을 경우 사용자들은 

이메일을 주기적으로 지워야 합니다. 장기 

보관은 자신의 데스크톱에 별도의 

파일(PST)로 합니다. 이 경우 장기 보관 

사서함은 관리자의 손을 떠나고, 백업과 

복구는 사용자의 몫이 됩니다. 그렇다고 

   

Microsoft Office 365 

Case Study 

  

 
 

 

 클라우드 전환으로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와  

서버 작업 부담 훌훌 털어 

  

http://www.microsoft.com/ko-kr/customerevidence
http://www.microsoft.com/ko-kr/customerevidence


 

 

 

 

 

본 사례 연구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Microsoft는 이 문서를 통해 어떠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게시 날짜: 2015년 7월 

 

모든 사용자의 사서함을 중앙집중적으로 

아카이빙 하고 이를 대상으로 백업을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블루홀스튜디오는 

이 역시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메일에 대한 사용자와 관리자의 숨은 

불편 외에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역시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블루홀스튜디오가 최근 몇 년간 주목한 

것은 ‘모바일’입니다. 직원들은 다양한 

장치를 이용해 자유롭게 업무를 봅니다. 

실제로 블루홀스튜디오에서는 모바일 

중심(Mobile First) 시대라는 말을 사무실 

곳곳에서 실감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장치를 다양한 장소에서 쓰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블루홀스튜디오는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체계 변경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장치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제공하던 

방식으로는 직원들의 모바일 욕구를 채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해결 방안 
블루홀스튜디오는 2014년 연말에 

마이크로소프트 EA(Enterprise Agreement) 

갱신 시점에 앞서 새로운 대안 찾기에 

나섭니다. 블루홀스튜디오는 멀리서 답을 

찾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준비 중인 기업을 위한 해결책이 EA 내에 

있을 것이라 봤습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인 

테크데이타(www.techdata.co.kr )의 

도움으로 블루홀스튜디오는 EA를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여건에 맞춰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블루홀스튜디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항목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루홀스튜디오에게 있어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가능한 것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제한된 IT 

인력으로 안정적인 클라우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이메일을 

클라우드로 제공한다는 것은 관리자 

입장에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계정, 

사서함 등을 옮기기는 쉽습니다. 문제는 

다른 시스템과 연계된 부분은 쉽게 옮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점입니다. 이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많은 시간, 인력,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이유로 

블루홀스튜디오는 EA의 연장 선상에서 

Office 365로의 전환을 진행했습니다.  

블루홀스튜디오는 이메일, 메신저 등을 

Office 365로 전환했습니다. 인사 시스템 

등 다른 업무와 연계된 이메일 계정은 

기존에 운영하던 Exchange Server 기반 

온프레미스 서버로 유지했습니다. 계정 

대부분을 클라우드로 옮기고 몇몇 공용 

계정과 타 시스템 연계 계정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이메일 서버는 전용 서버에서 

가상화 인프라 상에 있는 가상 머신으로 

이전했습니다. 하이브리드 구조를 택한 

결과 물리적인 장비 유지보수 비용이 

내려갔습니다. 3년 기준으로 약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줄었습니다.  

사용자 이메일, 메신저 등을 클라우드로 

옮기는 작업은 간단했습니다. 

블루홀스튜디오 관계자는 “TechNet에 

나와 있는 마이그레이션 가이드를 참조해 

ADFS(Active Directory Federation 

Service)로 사용자 계정 관리 기반을 

마련했습니다”라며 “이메일, 메신저 등을 

기존 환경에서 Office 365 기반으로 

전환하는 데 일주일 걸렸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Office 365 도입은 관리자의 눈에는 매우 

큰 변화였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구축해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카탈로그를 

놓고 필요한 것을 골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IT 

부서의 역할이 운영에서 서비스로 바뀐 

것입니다. 반면에 사용자는 평소와 다를 것 

하나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느 순간 

사용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대폭 

늘었습니다. 더 많은 장치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품 Office를 쓸 수 있게 되었고, 

이메일 사서함이 50GB로 늘었습니다. 

 

 

효과 
 

클라우드 전환 결정으로 3억 원 절감  

블루홀스튜디오는 Office 365 도입으로 

약 3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루홀스튜디오 관계자는 “늘어난 

인원에 맞춰 운영체제, Office, 서버 CAL 

계약을 갱신하는 대신 Office 365로 

전환한 결과 약 3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라며 “EA 잔여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상태에서 전환한 결과 

추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직 변동에 유연한 라이선스 관리  

급격한 변화는 조직에 충격을 줍니다. 

변화 관리를 통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것을 클라우드에 맞춰 

한번에 가기 보다 점진적인 전환을 

원했습니다. 블루홀스튜디오는 EA에 

온라인 서비스가 통합된 것의 이점을 

누렸습니다. EA 계약을 유지하는 가운데 O

ffice와 백오피스 부분은 Office 365로 

맞춤형 전환을 하였습니다. 인력 규모 

증가와 모바일 중심의 업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 것입니다.  

 

줄어든 관리 대상, 늘어난 집중 시간  

Office 365는 블루홀스튜디오 IT 부서의 

업무 일상을 바꾸었습니다. 매일 하던 

이메일, 메신저 등 서버 관리 업무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해당 서버들에서 

쓰던 스팸 필터 등 써드파티 솔루션 역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서버 

작업이 줄었습니다. 대신 더 중요한 업무에 

쓸 시간이 늘었습니다. 블루홀스튜디오 

관계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서버 구축과 운영 

아니라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 관련 업무가 

매끄럽게 흐르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라며 "Office 365는 서버 작업 시간뿐 

아니라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나올 

때마다 해야 했던 학습 시간도 줄여 

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객사명: 이화여자대학교 

홈페이지: www.ewha.ac.kr 

학생 및 교직원수: 약 2만 2천 명  

국가 또는 지역: 대한민국 

산업: 교육 

 

회사 개요 

이화여자대학교는 1886년 이화학당이란 

이름으로 시작한 이래, 수많은 최초를 

기록한 한국 교육의 선도주자로,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에서 세계 최고 여자 

대학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2014년 10월 

기준으로 2만 1,046의 재학생이 등록되어 

있고, 986명의 전임 교수가 재직 중입니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Microsoft Office 365 Education for 

Studuent  

 Microsoft Office 365 Pro Plus  

 

하드웨어N/A

 

“이화여자대학교는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던 대상들을 모두 ‘연결’ 한다는 

목표 아래 Office 365 Educ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가 

생각한 연결은 크게 세 가지로 사람, 시스템, 장치를 접점으로 개방적인 

연결을 확산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관계자  

 

이화여자대학교가 2015년 3월 4일 재학생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이메일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이메일 사용자를 대상으로 Office 365 ProPlus를 

윈도우 PC나 MAC 5대, 스마트 기기 5대까지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는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소통, 협업 그리고 문서 작성 도구를 100% 클라우드 기반에서 

제공하면서 이화여자대학교는 정보화 역사상 처음으로 ‘클라우드’ 시대를 열었습니다

. 이화여자대학교는 예산 걱정 없이 최신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함은 

물론이고 향후 대학 정보화의 큰 줄기인 경계 없는 통합과 개방에 필요한 연결 

고리도 찾았습니다. 

 

 

 

 

 

 

 

 

 

 

 

 

 

기타 Microsoft 고객 성공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ko-kr/customer

evidence 

비즈니스 필요성 
이화여자대학교의 정보화 환경은 크게 

세 번의 변곡점을 지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1995년 이화종합정보시스템(ETIS)이 

선보였을 때고 두 번째는 2004년 

이화포탈정보시스템(EPIS)이 문을 열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일이 

2012년 유레카(EUREKA) 

통합행정시스템의 공개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다음 행보는 ‘클라우드’ 

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2015년 정보화 

역사에 ‘클라우드’ 페이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학생용 

이메일 서비스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클라우드 기반 문서 도구와 소통과 협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화여자대학교가 클라우드에서 답을 

찾은 것은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도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학 역시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IT 예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학사행정시스템 하나 잘 

마련하면 10년 정도는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은 모두 과거의 기억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보화 수요가 곳곳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닝, 상담 등 

다양한 학생 서비스부터 각종 연구 지원 

등 새로운 자원과 서비스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기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웹에 올려진 수업 자료를 다운 

받아 태블릿으로 열어 전자필기를 하는 

   

Microsoft Office 365 

Case Study 

  

 
 

 

 학생들이 반기는 소통, 협업 그리고 문서 도구에서 

대학 정보화의 미래 찾아 

  

http://www.microsoft.com/ko-kr/customerevidence
http://www.microsoft.com/ko-kr/customerevidence


 

 

 

 

 

본 사례 연구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Microsoft는 이 문서를 통해 어떠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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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수업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수업 시간에 다양한 

앱을 이용해 영상 등 보충 자료를 보여주는 

교수의 모습도 익숙합니다. 교수법과 

학습법은 복잡한 이론과 솔루션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같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 

기기와 장치에 설치된 문서, 협업, 소통 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사용자들의 스마트 

기기와 앱 이용 관련해 대학의 각종 정보화 

서비스를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학 내 IT 부서에서 

모두 떠맡기에 너무나도 큰 일이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이에 대한 답을 

클라우드에서 찾았습니다. 

 

해결 방안 
이화여자대학교는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던 대상들을 모두 ‘연결’ 한다는 목표 

아래 Office 365 Educ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가 생각한 

연결은 크게 세 가지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연결은 학생 간, 교수와 학생 간 등 

다양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이메일, 

메신저, 소셜을 통해 이화여자대학교라는 

공통 분모 아래 사람들간의 연결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대학은 

BYOD(Bring Your Own Device)가 가장 먼저 

실현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이를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BYOD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는 개방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따르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이를 위해 

Office 365를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는 장치 입니다. 사용자들 장치는 

모두 개인 소유 입니다. 이들 장치를 

대학이라는 지붕 아래 연결 되는 고리를 

만들 수 있다면? 이화여자대학교는 소통과 

협업 기능이 기본인 문서 작성 도구를 

모두가 설치한다면 장치 간 연결 고리가 

생성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가 바라는 세 가지 연결에 

실천 하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는 우선 

Office 365 기반으로 재학생 이메일 

서비스 환경을 확장하였습니다. 사람 간 

연결을 기초를 다진 후 이화여자대학교는 

장치 간 연결을 위해 학생들이 Office 365 

ProPlus를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은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재학 기간 동안 무료로 

Office를, 그것도 윈도우 기반 PC와 MAC 

5대 그리고 태블릿과 스마트폰 등 개인용 

스마트 기기 5대까지 정품을 설치해 쓸 수 

있다는 것은 학생을 배려한 상당한 

혜택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2015년 3월 

4일 공지가 나간 후 한 달 정도 지난 4월 

7일 현재 2,500여 명의 학생이 Office 365 

ProPlus를 다운 받았습니다.  

 

효과 
 

정품 사용의 이점 누려  

 

교수들과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해 

학교에 가져오는 기기들은 엄밀히 말하면 

대학 IT 부서의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장치들을 학사 행정이나 교육적 

목적을 위해 쓴다면?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야 할지 구분이 모호합니다. 이런 때는 

가능한 BYOD의 기본적인 보안성을 높여 

주는 것이 타협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BYOD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사용자 인증 기반으로 교내 시스템 

접근 제어를 수행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여기에 한 가지 보안 

계층을 덧대었습니다. 바로 정품 Office 

사용입니다.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보안 패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보안 허점으로 인한 

피해를 보기 쉽습니다. 사용자는 모르지만 

해당 장치가 교내 망에 접근할 때 각종 

웜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할 소지도 큽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Office를 정품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다 건강한 BYOD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리 사각 지대였던 학생들이 

사용하는 Office까지 100% 정품화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  

 

정품 오피스 사용의 혜택은 학생 데이터 

보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권한 관리를 할 수 있으면서도 편리하게 

업로드가 가능한 OneDrive for Business에 

작성한 문서나 데이터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품 Office를 쓰면서 

학생들은 OneDrive for Business 상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백업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늘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방형 API의 무한 가능성 확인  

 

최근 기업의 시스템이 표준과 개방을 

전제로 API 차원의 연계와 확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학 역시 같은 

방향으로 시스템 구축과 운영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Office 365와 다양한 학내 시스템 간 

연계를 중장기적으로 실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고객사명: 중앙대학교 

홈페이지: www.cau.ac.kr 

직원수: 1,172명 

국가 또는 지역: 대한민국 

산업: 교육 

 

회사 개요 

중앙대학교는 1918년 개교하였고 2018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명문 사학으로 

2014년 기준으로 1만 5,969명이 재학 

중입니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Microsoft Office 365 Education for 

Studuent  

 Microsoft Office 365 Pro Plus  

 

하드웨어 

 N/A

 

“안내가 나간 지 한 달 만에 전체 학생 중 25%가 Office 365 Pro Plus를 다운 

받았습니다. 공지 후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 보니 다운 

받은 학생 대다수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기적으로 70% 

이상의 학생들이 Office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앙대학교 정보통신센터 인프라팀 임병훈 과장  

 

중앙대학교가 2014년 2학기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Office 365 Pro Plus를 무상 

배포하였습니다. 중앙대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최대 5대의 개인 장치에 Office 36

5 Pro Plus를 설치할 수 있게 되자 교내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중앙대학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Office 365 Pro Plus를 사용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기업이 추구하는 스마트 워크를 학생들이 대학 

생활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Microsoft 고객 성공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ko-kr/customer

evidence 

비즈니스 필요성 
중앙대학교는 ‘개혁’의 리더십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특히 대학을 전인 교육과 학문의 

전당에서 사회와 시대가 욕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의 산실로 만드는 부문에 있어 

선도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중앙대학교는 행정, 교육, 연구 등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새로운 효율을 추구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 부문에 있어서는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뚜렷한 목표 아래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이 요구하는 준비된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기존 관념을 

깨고서라도 혁신을 단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 과정입니다. 

중앙대학교는 2009년 학과 불문하고 

회계와 사회를 필수 강의로 지정하여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또 다른 도전이 

대학가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기업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스마트 워크를 대학 생활 기간 동안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소통, 협업을 적극 장려하고 나선 

것입니다.   

중앙대학교는 교육 현장에서 일고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사이 학생들의 가방 

속을 가득 채우던 전공 서적과 노트 대신 

노트북 또는 태블릿이 그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 도서와 대학 교재 역시 

인쇄물이 아니라 파일로 바뀌고 있습니다. 

수업 자료 또한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문서를 학과 게시판에서 다운 받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은 물론이고 

과제 수행이나 팀 프로젝트 진행을 할 때 

학생들 앞에는 수첩 대신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놓여 있는 모습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이런 일련의 변화가 

기업에서 일고 있는 스마트 워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사용 중인 기기로 파일을 열어 

보고, 파일을 전송 또는 공유하고, 

   

Microsoft Office 365 

Case Study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의 산실 

소통, 협업, 문서 작성 도구로 준비된 인재 양성 

  

http://www.microsoft.com/ko-kr/customerevidence
http://www.microsoft.com/ko-kr/customer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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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의견을 주고 받는 

모습은 현대적인 사무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중앙대학교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 들이는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하면 기업이 원하는 

준비된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고심했습니다. 스마트 

워크를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해결 방안 
중앙대학교는 Office 365 Education for 

Student를 접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 워크 역량을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중앙대학교는 사실 Office 365에 

익숙합니다. 학생 웹 메일 대체 수단으로 

Office 365를 도입해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에게 중앙대학고 이메일 계정을 

발급하였습니다. 이메일 사용이 주요 

목적이었지만 중앙대학교는 Office 365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도 주의 깊게 

살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한국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습니다. Office 365 Education for 

Student를 이용하면 무료로 Office 365 Pro 

Plus를 학생들이 설치해 쓸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한 것입니다.  

중앙대학교는 수많은 기업에서 Office를 

중심으로 스마트 워크를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학생 

개개인에게 모두 정품을 구매해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Office를 

무료로 그것도 최대 5대의 사용자 장치에 

무료로 설치해 쓸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Office까지 다운로드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일반 기업에서 비용을 주고 쓰는 

Office 361 E1 Plan과 다를 것 하나 없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쓰이는 협업과 소통 

환경을 대학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중앙대학교는 2014년 2학기 배포를 

목표로 사전 준비를 하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중앙대학교가 결정할 것은 학생들이 

어떻게 안내를 할 것인지 정도였습니다. 

중앙대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이메일 

환경에서 바로 Office 365 Pro Plus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설치 권한이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보는 

이메일 화면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을 

달았습니다. 이를 누르면 학생들은 별도의 

신원 증명 없이 바로 Office 365 Pro 

Plu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증은 

이메일 로그인 시 안전하게 처리 되었기 

때문에 따로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버튼 달기와 함께 중앙대학교는 

좀더 많은 학생들에게 Office 365 Pro Plus 

알리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교 포탈에 공지를 올린 후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도움을 받아 

홍보물을 제작해 2014년 2학기가 

시작되자 마자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Office 365 Pro Plus 설치와 사용에 대한 

사용자 질문을 IT 헬프데스크에서 

처리하였습니다.  

학교 측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Office 

365 Pro Plus 사용 학생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중앙대학교 정보통신센터 

인프라팀 임병훈 과장은 “안내가 나간 지 

한 달 만에 전체 학생 중 25%가 Office 

365 Pro Plus를 다운 받았습니다”라며 

“공지 후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 보니 다운 받은 학생 

대다수가 자신의 모바일 장치부터 집에 

있는 데스크톱까지 최대 5대까지 정품 

Office를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기적으로 

70% 이상의 학생들이 Office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앙대학교는 향후 Office가 교수, 

학생, 교직원 모두의 협업과 소통 그리고 

생산성 도구로 쓰일 것이 대비해 재구축 

예정인 IT 헬프데스크에서 Office 365 관련 

질의 응답까지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조직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효과 
 

Office의 교육적 무한 가능성 확인 

중앙대학교는 100% 정품 Office를 모든 

재학생에게 보급할 수 있게 된 것에 큰 

교육적 의미를 둡니다. Office를 중심으로 

교육 현장에 변화가 일어난 지 꽤 

되었지만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무료 배포가 

가능해지면서 이제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해 졌기 때문입니다. 

중앙대학교는 학과 과제 수행, 수업 중 

지행 되는 퀴즈, 팀 프로젝트, 산학연 

프로젝트 더 나아가 이러닝까지 Office를 

활용한 공동 작업 시나리오를 적극 발굴해 

대학에서도 스마트 워크가 가능함을 직접 

증명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워크에 준비된 인재 양성 

중앙대학교는 Office 365 Pro Plus가 

중대인의 스마트 워크 역량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Office 365 Pro 

Pro Plus 도입 검토를 하면서 

중앙대학교는 IDC의 발표 자료를 보고 

인재 역량 강화에 대한 확신을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IDC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고성장/

고임금 직종의 채용 공고 중 15% 가량이 

Office 활용 능력을 직접적인 요구 

사항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체 

직업군의 채용 공고로 확대해 보면 

지원자가 보유해야 하는 기술로 언급된 

상위 2o개 사항 중 Office는 유일한 

소프트웨어 입니다. 한 마디로 Office를 잘 

다루는 것은 업종과 직무를 떠나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중앙대학교는 여기서 더 나아가 Office 3

65 전반에 대한 경험을 통해 기업의 

스마트 워크 환경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명: 위메프 

홈페이지: www.wemakeprice.com 

직원수: 1,300명  

국가 또는 지역: 대한민국 

산업: 소매 

 

회사 개요 

위메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셜 커머스 

기업으로 2014년 12월 기준 1,5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Microsoft Office 365  

 

하드웨어 

 N/A

 

“보안 대응은 1~2년 뒤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위메프는 Office 36

5로 시장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수준의 데이터 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내에서 직접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다면 소통과 협업 

관련 데이터 보호 체제 정립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했을 

것입니다” 

위메프 신명주 부장  

 

위메프가 1,300명 조직원의 소통과 협업 환경의 보안 수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위메프는 데이터 유출/침해 위험이 커지고 보안 정책과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Office 365가 제공하는 IRM, DLP, E-디스커버리 등 다양한 보안 및 

규제 준수 관련 기능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통과 협업 부문까지 전사 

차원의 보안 거버넌스를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Microsoft 고객 성공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ko-kr/customer

evidence 

비즈니스 필요성 
기업에서 다루는 민감한 사업 정보, 

고객이나 직원의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면 그 피해는 해당 기업만 입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등 

일파만파로 퍼집니다. 한 마디로 데이터 

유출/침해 사건의 피해는 사회,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데이터 유출/침해 방지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 관련 규제는 기업, 기관 

가릴 것 없이 모두 따라야 합니다. 물론 

모두 같은 강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시 그 영향력이 큰 업종의 경우 좀더 

높은 기준이 적용 됩니다. 실제로 금융,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상에서 민감한 

트랜잭션을 다루는 업계의 경우 더욱 높은 

수준의 보안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 

받습니다.  

 

위메프는 전자상거래와 소셜의 장점이 

결합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소셜 커머스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보니 남들보다 앞서 데이터 

유출/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데이터 암호화, 사용자 인증 

등 데이터 보호 기반을 강화하는 가운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취득도 

발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ISMS, PIMS 인증 받은 곳을 

가보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와 접근 

제어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중요 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주로 

데이터베이스라는 정형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호 체제를 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에는 보호해야 할 정보가 정형 

데이터에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각종 

문서나 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에도 

보호해야 할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메프는 데이터 보호의 관점을 

데이터베이스뿐 아니라 데이터가 

생성되고 사용되는 모든 포인트로 확대해 

보았습니다. 관점을 달리하니 새로운 보호 

   

Microsoft Office 365 

Case Study 

  

 
 

 

 클라우드의 신뢰성과 보안성으로  

규제 준수와 데이터 보호 모두 만족시켜 

  

http://www.microsoft.com/ko-kr/customerevidence
http://www.microsoft.com/ko-kr/customerevidence


 

 

 

 

 

본 사례 연구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Microsoft는 이 문서를 통해 어떠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게시 날짜: 2015년 5월 

 

대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위메프는 모든 

데이터는 업무와 서비스 흐름에 따라 늘 

움직인다고 보고 소통과 협업을 데이터 

보호의 테두리 안에 넣었습니다.  

 

해결 방안 
위메프는 기존 소통과 협업 환경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이메일 

시스템 직접 구축과 마이크로소프트의 

Office 365 이용 두 가지 방안을 

살폈습니다. 위메프는 단순히 기존에 

사용하던 Gmail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ERP, 그룹웨어까지 고려해 이메일 환경의 

세대 교체를 검토했습니다. 참고로 2014년 

중반 당시 위메프는 새로운 이메일뿐 

아니라 ERP와 그룹웨어 구축도 동시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위메프는 업무 환경 전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요한 

개발에 내부 자원과 인력을 집중하고 

이메일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Office 365 

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위메프는 Office 

365 사용에 앞서 ‘보안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우선 1,300명 전 조직원들의 

이메일을 Exchange Online 환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신용 카드 정보, 개인 

신상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메일 본문에 

적혀 있을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게 DLP 

정책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Exchange Online과 SharePoint 

Online에 IRM을 적용했습니다. IRM이 

지원되지 않는 문서의 다운로드, 업로드를 

금지했으며 문서 출력에도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한 위메프 도메인 사용자들 

간에만 파일을 주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부 사용자는 이메일에 파일이 

첨부되어 있어도 이를 열어 보지 못하게 

정책을 걸었습니다.  

 

모바일 기기로 회사 이메일을 이용하는 

것에도 제약을 두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이메일 

앱을 이용하려면 문자 메시지(SMS)로 

사용자 인증을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장치에 앱을 설치하려면 인증 

번호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다소 귀찮을 

수 있지만 중요 업무 도구인 이메일을 

다양한 장치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한편 위메프는 팀 사이트를 보다 안전이 

사용할 있도록 SharePoint Online 관련 

보안 정책도 설정했습니다. 일례로 

이메일에 적용했던 IRM을 SharePoint 

Online까지 확대해 팀 사이트에 저장되는 

문서 라이브러리에 대한 보안책도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Office 365의 IRM은 

Exchange, Lync, SharePoint, Azure AD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  

 

위메프는 ISMS, PIMS 인증을 통해 보안 

정책, 조직, 물리적 보안, 데이터 보안에 

대한 브랜드 신인도를 높였습니다. 더불어 

ISO/IEC 27001, 27002, 27081 인증이나 PI

C DSS 가이드 등 글로벌 하게 통용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Offi

ce 365를 통해 소통과 협업 부문까지 신뢰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위메프는 Office 365의 DLP, IRM, 

사용자 인증 등의 기능을 이용해 소통과 

협업 부문까지 데이터 보호의 경계를 

확장했습니다. 더불어 Office 365가 

제공하는 E-디스커버리(E-Discovery) 관련 

기능으로 이메일, 메신저 등 디지털 기록 

보관 및 검색도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메프가 사내에 직접 

이메일과 파일 공유 사이트를 구축했다면 

수 많은 써드파티 솔루션으로 복잡하게 

보안 체제를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늘 최신 보안 상태 유지  

 

위메프가 Office 365에 가장 큰 

만족감을 표하는 것은 바로 신속한 보안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메프 

신명주 부장은 “보안 대응은 1~2년 뒤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위메프는 

Office 365로 시장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수준의 데이터 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내에서 직접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다면 소통과 협업 관련 데이터 

보호 체제 정립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메프는 Office 365가 제공하는 보안 

기능이 향후 보안 대응에도 유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안 관련 법규는 늘 

바뀝니다. 대응 체계도 이에 따라 변해야 

하는 데 새로운 기능이나 솔루션이 

요구된다 해도 이를 위메프가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늘 최신 보안 

기술과 기능을 적용해 Office 365 서비슬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사내 사이트 개발에 드는 수고 덜어  

 

소셜 커머스 비즈니스는 매우 

역동적입니다. 따라서 사내에서 공동 

작업을 위한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기존에는 

일일이 요구에 대응을 했습니다. 신명주 

부장은 “예전에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 일정과 파일 관리를 위한 사이트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라며 “지금은 Share

Point Online으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사이트를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향후 90% 이상의 사이트 

개설 요구를 팀 사이트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라며 “내부 

개발 인력이 1,500만 회원 대상 서비스 

개발에 몰입하지 않고 내부 사이트 개발 

등 부수적인 일에 매달리면 이는 회사 

차원에서 큰 손실입니다. Office 365는 

회사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인력과 자원 

낭비를 막아 줍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고객사명: 메이빈 

홈페이지: www.mavin.co.kr 

직원수: 10명  

국가 또는 지역: 대한민국 

산업: 제조 

 

회사 개요 

메이빈은 고분자 합성 제품 전문 기업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고분자 합성 제품을 

테일러 메이드 방식으로 개발 및 제조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Microsoft Office 365 Business 

 

하드웨어 

 N/A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현재 Office 365의 기능 중 30~40% 만 

활용하지만 업무 개선 효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특히 업무 처리 

과정이 많이 간소화 되어 3~4일 이상 걸리던 월 마감이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처리 됩니다.” 

메이빈 화학사업부 이원우 부장  

 
메이빈은 견적서, 발주서, 가공 요청서, 생산 내역서 등의 문서 작성과 보관 그리고 

이메일을 통한 전송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합니다.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중복 작업이 많아 업무 효율은 낮았습니다. 메이빈은 Office 365로 

실시간으로 문서를 작성, 수정, 공유하여 업무 처리 절차를 간소화 하고 불필요한 

수작업을 줄였습니다.  

 

 

 

 

 

 

 

 

 

 

 

 

 

 

 

 

 

기타 Microsoft 고객 성공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ko-kr/customer

evidence 

비즈니스 필요성 
메이빈의 주요 고객은 전기 전자, 자동차 

등 플라스틱 부품을 사용하는 국내 

기업들입니다. 고분자 합성 제품은 고객 

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내마모성, 

내충격성, 난연성, 전기전도성 등 쓰이는 

목적에 따라 지녀야 하는 특징도 다르고 

어떤 부품인지에 따라 모양도 

각양각색입니다. 이런 이유로 메이빈은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제품을 만들고 

공급하는 방식(Tailor made)으로 사업을 

합니다.  

 

비즈니스 특성상 메이빈 조직원들의 

일상은 수많은 문서를 주고 받는 작업의 

연속입니다. 메이빈이 문서를 주고 받는 

대상은 주로 고객과 공장 관계자들입니다. 

석유 화학 업종의 특성상 유가 변동에 

따라 매일 같이 제품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객이 견적을 요청할 때마다 다른 

숫자가 기입됩니다. 공장 관계자들과의 

중요한 연락도 문서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고객 마다 다른 사양의 

제품을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하다 보니 

주문 단위로 발주서와 가공 요청서를 공장 

관계자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처럼 문서 수발신이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 불필요한 중복 작업이 꽤 되었습니다. 

일례로 영업 사원이 외부에서 급히 최신 

단가표나 현재 시세가 반영된 견적서를 

요청하면 해당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느라 

분주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결하려고 

공유 폴더에 문서를 올려도 보았지만 이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용자 PC에 

있는 문서와 공유 폴더에 있는 문서 

내용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버전 차이가 난 

것입니다. 이는 문서의 원 작성자가 아닌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작성자는 자신이 

어떤 부문을 수정했는지 바로 알 수 

있지만 연락을 받고 해당 파일을 보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파일이 최신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Microsoft Office 365  

Case Study 

  

 
 

 

 문서 수발주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고객 응대 속도와 업무 생산성 모두 개선  

  

http://www.mavin.co.kr/
http://www.microsoft.com/ko-kr/customerevidence
http://www.microsoft.com/ko-kr/customerevidence


 

 

 

 

 

본 사례 연구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Microsoft는 이 문서를 통해 어떠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게시 날짜: 2015년 01월 

 

영업뿐 아니라 제조 관련 문서 작업도 

불편이 있었습니다. 메이빈은 OEM 

방식으로 공장에 외주를 줍니다. 따라서 

제조 관련 각종 문서 역시 직접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일례로 고객이 주문한 

제품이 생산하기 위해 가공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등이 적힌 가공 요청서는 홀로 쓰이는 

문서가 아닙니다. 가공 요청서를 쓸 때마다 

출고 현황, 생산 내역, 재고 내역 등 관련 

문서도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수작업으로 

기록되다 보니 사람의 실수가 가끔 

발생하고 이 때마다 일일이 자료를 되짚어 

가며 기록을 수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해결 방안 
문서 작업 관련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였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불편을 감수하던 메이빈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인 

오피스튜터가 제작한 Office 365 이러닝 

코스를 접하면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메이빈은 Office 365 이러닝 

코스를 밟은 후 곧바로 무료 평가판을 

신청했습니다. 직접 써본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회사 이메일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문서 

작성, 수정, 공유를 사무실에 있건 외부에 

있건 관계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이 메이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메이빈은 2013년 Office 365 Business에 

가입하였습니다. Office 365 가입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무실에서 쓰는 PC에 설치된 

Office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메이빈도 다양한 버전의 

Office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단품으로 구매하다 보니 여러 

버전이 사무실에서 쓰였습니다. 대기업처럼 

호환성 이슈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관리 

편의성 확보를 위해 전사 차원에서 

Windows와 Office 버전을 맞출 수는 

없었습니다. 최신 소프트웨어를 쓰기 위해 

PC 대수에 맞추어 Windows와 Office 

단품을 일괄 구매하려면 목돈이 들어 

부담스러웠습니다. 메이빈은 비용 부담 

없이 Office 365를 통해 최신 Office로 

업무 환경을 통일했습니다.  

 

다음으로 한 작업은 팀 사이트 

개설이었습니다. 메이빈은 개개인이 

생성한 문서를 기본적으로 팀 사이트에 

올리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Word, Excel, PowerPoint에서 문서를 

작성한 후 저장 버튼을 눌러 팀 사이트에 

우선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공유 폴더와 

개인 PC 별로 각각 자신만 알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폴더를 만들어 관리할 때 

겪었던 혼선을 줄이고 소통과 협업을 

장려하기 위해 기본 저장 위치를 팀 

사이트로 정한 겁니다.  

 

한편 메이빈은 OneNote로 이메일을 

관리하는 새로운 시도도 하였습니다. 

Outlook 공유 사서함 기능을 쓰는 대신 

OneNote에 고객, 공장과 주고 받은 주요 

메일을 모아 둔 이유는 간단한 메모나 

참조 사항을 덧붙여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이빈은 OneNote에 

견적, 주문, 제조, 출고 등 탭을 만들어 

이메일을 붙여 넣고 중요 내용에는 일일이 

담당자 의견을 달고 있습니다. 메이빈은 이 

방법을 써 조직원들이 Outlook을 능숙히 

다루지 못해도 이메일 공유를 손쉽게 하고 

필요 메일을 빨리 찾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효과 
 

클릭 몇 번으로 월 마감 처리  

Office 365을 쓴 이후 메이빈의 업무 

처리는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월 마감 입니다. 메이빈 

화학사업부 이원우 부장은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현재 Office 365의 

기능 중 30~40%만 활용하고 있지만 업무 

개선 효과는 기대 이상입니다”라며 “특히 

업무 처리 과정이 많이 간소화 되어 3~4일 

이상 걸리던 월 마감이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처리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매월 출고 지시된 제품이 

제대로 배송 되었는지, 전표 처리는 다 

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매출을 집계하기 

까지 꼬박 3~4일이 걸렸습니다”라며 

“지금은 관련 정보들을 Office 365 상에 

공유한 문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발주서 확인과 물건 수령 

여부를 묻는 이메일 발송 후 이상 없다는 

회신을 받으면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집계해 월 매출을 합산합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신속한 고객 응대  

Office 365 가입 후 메이빈 영업 

사원들은 늘 휴대하던 문서철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석유 화학 제품은 단가 

변동이 심합니다. 이런 이유로 메이빈 영업 

사원들은 매일 아침에 출근해 그날그날의 

조건에 맞는 단가표를 인쇄해 표준 견적서, 

카탈로그 등이 담긴 문서철에 넣어 

다녔습니다. Office 365 사용 후에는 

단가표를 고객 앞에 내밀지 않습니다. 

노트북으로 팀 사이트에 올려 놓은 표준 

단가표를 불러와 확인 후 그 자리에서 

견적가를 논의 합니다. 단가가 요동을 쳐도 

상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해 수정해 

고객에게 이메일로 견적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뿐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문서 보기와 수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간편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Office 365는 Office 라이선스 관리도 

한결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메이빈은 

기존에 단품 구매한 오피스의 제품 박스와 

설치 미디어를 일일이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 박스가 사무실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원우 부장은 “Office 

365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과 라이선스 

관리를 한번에 해결해 줍니다”라며 

“소프트웨어 자산 취득과 관리에 신경 

쓰지 않고 항상 최신 버전의 Office를 쓸 

수 있어 좋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객사명: 브레인트로피아 

홈페이지: www.braintropia.com 

직원수: 10 명  

국가 또는 지역: 대한민국 

산업: 바이오 

 

회사 개요 

브레인트로피아는 천연물을 이용한 건강 

기능 식품과 함께 치매 치료제, 줄기 세포, 

치매 진단 키트 등의 연구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Microsoft Office 365 Enteprise E1, E3 

 Project Online with Project Pro for 

Office 365 

 Power BI for Office 365  

 

하드웨어 

 N/A

 

“Office 365를 쓰지 않을 때와 비교하면 인당 생산성은 200% 이상 

차이가 납니다. Project Online으로 연구 개발 프로세스를 표준화 하고 

예산 계획 대비 실적 등 KPI를 적용한 결과 약 15% 가량의 원가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브레인트로피아 이형근 대표  

 
브레인트로피아는 조직원의 잦은 이동, 외부와의 빈번한 연구 협력 등 업종의 특성 

상 조직의 노하우를 모두 기업의 자산으로 축적하기 위해서는 IT 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벤처가 글로벌 제약 회사와 같은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불가능 했습니다. 브레인트로피아는 Office 365로 큰 비용과 

전담 인력 확보 부담 없이 맞춤형 업무 플랫폼을 구현해 오랜 숙원이던 연구 개발 

프로세스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기타 Microsoft 고객 성공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ko-kr/customer

evidence 

비즈니스 필요성 
브레인트로피아는 바이오 벤처기업 

입니다. 바이오 벤처는 주요 구성원들이 

연구원들입니다. 조직원뿐 아니라 주요 

업무 절차 역시 연구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한 마디로 조직의 모든 

역량과 자원이 연구 개발이란 업무 

프로세스 안에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프로세스 상에서 오가는 모든 정보와 

지식을 IT로 체계화 한 곳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벤처기업이 글로벌 

제약 회사처럼 몸에 딱 맞는 솔루션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연구원들은 

각종 실험 기자재를 다루는 데는 

능숙하지만 IT 시스템은 낯설어 한다는 

것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구 개발 과정을 시스템화 하지 않을 

경우 일어나는 문제는 개개인의 노하우가 

조직의 지식으로 정리,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력 이동과 변동이 잦은 

벤처기업에게 있어 시스템이 아니라 

인력에 의존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입니다. 브레인트로피아 역시 

연구 개발 절차를 어떻게 시스템화 할 

것인가를 오랜 기간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풀 해결책을 ‘비지니스 

플랫폼’에서 찾았습니다.   

 

브레인트로피아는 필요한 것들을 

개별적인 솔루션으로 구매해서는 

내부적으로 관리도 어렵고 비용도 너무 

크게 든다는 판단 하에 원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늘려 갈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찾게 됩니다. 브레인트로피아가 

정한 기준은 조직원 전체가 연구 개발 

관련 계획, 실행, 점검(Plan, Do, Check)을 

비즈니스 플랫폼 차원에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단위 업무로 

보자면 행정 업무 처리, 문서 및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 분석 등 당장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 본사 및 외부 

   

Microsoft Office 365  

Case Study 

  

 
 

 

 연구 개발 프로세스 표준화로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http://www.microsoft.com/ko-kr/customerevidence
http://www.microsoft.com/ko-kr/customerevidence


 

 

 

 

 

본 사례 연구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Microsoft는 이 문서를 통해 어떠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게시 날짜: 2015년 01월 

 

연구소에 파견된 인력이 마치 한 장소 있는 

것처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원한 것입니다. 

 

해결 방안 
브레인트로피아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인 오피스튜터에 의뢰해 2014년 

중반에 프로세스 혁신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형근 대표는 “연구원들이 

IT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도구를 쓸 때 

얻는 편리함과 이득이 무엇인지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라며 “연구원들이 새로운 

업무 시스템에 거부감을 갖지 않고 

목적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계획, 실행, 

점검을 일상화 하는 혁신의 툴로 Office 

365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초기에 방향을 명확히 정한 

브레인트로피아는 발 빠르게 모든 업무를 

Office 365 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브레인트로피아의 Office 

365 사용은 바이오 벤처의 비즈니스 모델에 

딱 맞습니다. 연구 개발, 영업, 생산, 품질, 

회계 및 관리 등 전 업무 영역에 Office 

365를 맞춤형으로 씁니다.  

 

브레인트로피아는 연구원들은 Office 365 

E1을 관리자들은 E3에 가입했습니다. E3 

사용자는 Access로 구현한 경영 지원 

시스템과 Power BI로 각종 경영 성과를 

분석하고 시각화 하여 현황을 파악합니다. 

E1 사용자는 소통과 협업을 위한 이메일, 팀 

사이트, Office 도구들을 주로 이용해 

업무를 봅니다. 사용자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은 Project Online 입니다.  

 

브레인트로피아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만큼 일정 부분 자사에 필요한 부분을 직접 

구현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Microsoft Project Online 입니다. 

브레인트로피아는 Project Online에 자사의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녹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계획 대비 실적 등 연구 개발 조직에 

필요한 KPI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영 지원 시스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브레인트로피아는 Access를 통해 판매, 

구매, 생산, 품질, 인사, 회계 등을 처리하는 

경영 지원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Access로 간단히 만든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ERP 못지 않게 알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인트로피아는 Office 365 가입을 

시작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업무 플랫폼을 

선진화 할 계획입니다. 브레인트로피아는 

2014년을 Office 365가 조직 문화로 

흡수되는 원년으로 삼고 2015년 영업 

활성화를 위한 Dynamic CRM 을 더해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해 이를 Project 

Online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지는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Power BI 전문가를 

조직 내부에서 육성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 정보 분석은 물론이고 신약 

개발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효과 
 

하나의 조직, 하나의 문화  

Office 365는 브레인트로피아가 하나의 

조직과 문화를 만드는 토대입니다. 

브레인트로피아의 모든 조직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개발이란 큰 흐름 속에서 유기적으로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입니다. 영업, 생산, 

품질 등 연구 개발 관련 모든 프로세스를 

표준화 한 결과 조직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이형근 대표는 

“벤처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SPEED, 

변신력 입니다”라며 “Office 365로 

개개인과 업무 절차를 연결해 하나의 

조직과 문화를 만들어 보니 기동력이 매우 

높아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동력이 개선된 것은 모바일 덕이 

큽니다. 바이오 벤처 업계에서 연구 협력은 

매우 일상적인 일입니다. 브레인트로피아 

역시 본사 연구실에만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천의대, 서울대학교 

금산연구센터 등 여러 곳에 연구원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브레인트로피아는 마치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처럼 기민하게 서로 

현황을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논문, 특허, 문서 OneNote로 통합 관리  

Office 365는 브레인트로피아의 문서 

관리 체계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연구 개발 조직이 관리해야 하는 문서는 

논문, 특허, 시험서 등 다양합니다. 이들 

문서를 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PC에 넣어 두거나 공유 폴더를 이용할 

경우 버전 관리의 어려움이나 실수로 인한 

삭제나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브레인트로피아는 OneNote로 문서 관리 

고민을 싹 해결했습니다. 

브레인트로피아는 모든 문서를 

OneNote에 담습니다. OneNote는 연구 

개발 조직이 쓰기에 고가의 문서 관리 

시스템 못지 않은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브레인트로피아는 Office 365 사이트로 

논문, 특허, 시험서, 인증서, 실험 보고서, 

참조 문서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문서에 대한 의견이나 

참조 사항을 편리하게 노트에 기입해 

관리합니다. 또한 모바일 기기로 접근할 수 

있어 외근 중이나 회의 중일 때에도 

일일이 PC 앞에 가지 않아도 문서를 

확인합니다.  

 

생산성은 200% 높이고 원가는 15% 

줄이고  

Office 365로 브레인트로피아는 

생산성은 높이고 원가는 줄였습니다. 

이형근 대표는 “Office 365를 쓰지 않을 

때와 비교하면 인당 생산성은 200% 이상 

차이가 납니다”라며 “Office 365 MS 

Project Online으로 연구 개발 프로세스를 

표준화 하고 예산 계획 대비 실적 등 KPI를 

적용한 결과 약 15% 가량의 원가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객사명: 디프로매트금고 

홈페이지: www.dsafe.co.kr 

직원수: 100명  

국가 또는 지역: 대한민국 

산업: 제조 

 

회사 개요 

디프로매트금고는 1982년 설립된 금고 

전문 업체입니다. 내화 금고를 주종으로 

각종 금고를 생산하며 전 세계 90여 개 

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Microsoft Office 365 Midsize Business 

 

하드웨어 

 N/A

 

“Office 365 상에 부서 별 폴더를 만들어 업무 일지, 매출 현황, 거래처 

현황, 공정률 등의 문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문서 

내용을 업데이트 하면 바로 동기화 되고 이를 임원진이 참조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디프로매트금고 경리노무인사팀 김대윤 대리  

 
디프로매트금고는 동종 업계에서는 정보화 전도사로 통합니다. 1990년대 후반 

인트라넷을 구축해 이메일과 공유 폴더를 활용해 문서 중심의 의사결정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사내 PC 서버의 운영체제였던 Windows XP의 기술 

지원 종료가 가까워지자 보안 사고에 대비해 사내 시스템 환경을 Office 365로 

옮겼습니다. Office 365는 디프로매트금고의 문서 공유 프로세스를 혁신에 가깝게 

바꾸었습니다. 디프로매트금고는 기존에 정립된 자사의 문서 처리 프로세스에 Office 

365가 제공하는 실시간 협업과 소통 기능을 적용해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기타 Microsoft 고객 성공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ko-kr/customer

evidence 

비즈니스 필요성 
디프로매트금고는 전 세계 90여개 국에 

금고 제품을 판매하는 수출 기업입니다. 

디프로매트금고는 남들보다 앞서 사내 

인트라넷을 구축해 운영하며 지식과 정보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디프로매트금고는 사내 전산 부서가 

없었지만 체계적인 문서 관리와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느껴 2000년대 

중반 사내 이메일, 공용 폴더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당시 디프로매트금고는 사양 좋은 PC에 

Exchange Server를 설치해 사용했습니다. 

이를 가지고 사내 이메일과 공용 폴더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구축 시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은 이후 사내 관리는 

총무팀에서 맡았습니다. 간단한 에러는 

PC를 껐다 켜는 등 총무팀에서 응급 

조치를 취하였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 외부 업체에 비용을 주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내망(LAN) 중심의 커뮤니케이션과 

문서 공유가 자리를 잡아 가는 가운데 

이메일은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보편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디프로매트금고는 거래처와 고객 간 

커뮤니케이션에 음성 통화 못지 않게 

이메일이 빈번하게 쓰이자 회사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는 외부 전용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메일 

호스팅 전문 업체를 통해 제공 받았습니다.  

 

사내용, 외부용 이메일을 따로 써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그런 데로 큰 문제 없이 

사용해 오던 차에 2012년 

디프로매트금고는 예상치 못한 이슈에 

직면하였습니다. 사내 이메일, 공용 폴더 

서비스를 제공하던 PC 서버 운영체제였던 

Windows XP의 기술 지원 종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Microsoft Office 365  

Case Study 

  

 
 

 

 문서 공유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으로 

ERP 도입 못지 않은 효과 누려  

  

http://www.microsoft.com/ko-kr/customerevidence
http://www.microsoft.com/ko-kr/customer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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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전문가가 없다 보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손을 대지 않고 운영하던 PC였지만 

기술지원 종료로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안 이상 손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금고 설계 도면, 각종 인증서 등 

중요 문서가 담긴 PC에 보안 사고가 생기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디프로매트금고는 운영체제만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너무 오래된 버전의 

솔루션이어서 최신 운영체제에는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전산 담당 

인력을 충원해 최신 운영체제에 최신 

솔루션으로 서버를 꾸밀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답은 전산 담당자 없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해결 방안 
디프로매트금고는 2012년 Office 365를 

접하였습니다. Office 365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꼼꼼히 살펴본 디프로매트금고는 

기존에 이용하던 이메일, 공용 폴더뿐 

아니라 대기업에서나 가능한 수준의 소통과 

협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디프로매트금고는 Office 365 

Business Premium에 가입 후 기존 업무 

환경을 하나 둘 바꾸어 나갔습니다.  

 

먼저 이메일의 경우 사내용과 외부용 

메일을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계정만 통합해도 편리한데 개인 별 사서함 

공간이 무려 50GB나 되었습니다. 파일 

공유는 Office 365가 제공하는 인트라넷 팀 

사이트를 이용하였습니다. 팀 사이트 외에 

개개인 별로 OneDrive를 통해 데이터를 

온라인 상에서 편리하고 공유하여 여럿이 

공동 작성이나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는 대기업에서나 가능하다 

여겨졌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디프로매트금고는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전체 고객 중 80%가 해외 

고객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외 주요 

바이어와 Skype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해왔습니다. 화상 통신과 회의에 익숙한 

디프로매트금고 관계자들은 Skype와 

Lync의 연결성에 주목했습니다. Lync를 

통해 Skype 사용자들과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내, 사외 메일 계정을 

통합한 것만큼의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외에 사내에서 쓰는 Microsoft Office를 

최신 버전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구매 

시점에 따라 버전 차이가 나던 환경이 

Microsoft Office 2013으로 단일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비용 문제로 

전 제품을 다 못썼는데 Office 365 가입 후 

Word, Excel, PowerPoint, Outlook, 

Publisher1, OneNote 모두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중 디프로매트금고 

조직원들의 흥미를 끄는 도구는 OneNote 

였습니다. 디프로매트금고는 OneNote가 

개인 용도로도 좋지만 회사 차원에서 모든 

이들이 공유하는 사내 공유 메모장으로 

유용하다고 보고 실제 적용하였습니다.  

 

효과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업무 현황  

Office 365는 디프로매트금고의 업무 

처리에 ‘실시간’이란 수식어를 달았습니다.  

과거 디프로매트금고에서는 서울과 부산 

두 곳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담당 

업무에 대한 모든 사항을 문서로 만들어 

이를 공유 폴더에 올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임원진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각종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매우 간결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었지만 시스템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내망에서만 문서를 올리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서 내용과 버전은 

항상 현재 시간과 격차가 있었습니다.  

 

Office 365는 이 격차를 없앴습니다. 

이와 관련해 디프로매트금고 

경리노무인사팀 김대윤 대리는  

“Office 365 상에 부서 별 폴더를 만들어 

업무 일지, 매출 현황, 거래처 현황, 공정률 

등의 문서를 올리고 있습니다”라며 “언제 

어디서나 문서 내용을 업데이트 하면 바로 

동기화 되고 이를 임원진이 참조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일 손상 걱정 없어  

Office 365를 쓴 이후 디프로매트금고 

직원들은 파일이 혹시 손상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김대윤 대리는 “공유 폴더에는 업무 

문서, 도면, 인증서 등 중요한 문서들이 꽤 

많습니다. 예전에는 PC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파일 복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유 

폴더에 파일을 올리기 전에 자신의 PC에 

백업을 했습니다”라며 “Office 365 사용 

후에는 파일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팀 사이트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이 작성한 문서는 OneDrive에 

자동으로 2차 백업이 되어 언제나 

안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신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이 비용에 이용  

디프로매트금고는 Office 365 도입 시 

비용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꼼꼼히 

따졌습니다. 김대윤 대리는 “계산을 

해보니 처음 7년 간 드는 비용은 

대동소이했습니다. 초기에 큰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매달 나누어 처리할 

것인지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7년 

후부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드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디프로매트금고는 항상 최신의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를 통해 쓰는 것이 

갖는 이점이 훨씬 크다고 보고 앞으로 

좀더 다양한 업무에 Office 365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객사명: TPC메카트로닉스 

홈페이지: www.tpcpage.co.kr 

직원수:  350명  

국가 또는 지역: 대한민국 

산업: 제조 

 

회사 개요 

TPC메카트로닉스는 1979년에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 43억, 매출액 731억, 사원수 

350명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공장자동화 

시장을 선도해 왔으며 최근 3D 프린터 

분야로 사세를 확장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Microsoft Office 365 Enterprise E1 

 

하드웨어 

 N/A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업무를 보고, 사내뿐 아니라 전 세계 

파트너, 고객과 활발히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새로운 그룹웨어가 

필요했습니다. TPC 메카트로닉스는 Office 365 덕분에 개인, 회사, 

파트너, 고객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모연부 상무이사, TPC 메카트로닉스  

 

1등 기업은 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공장자동화 시장에서 공압 솔루션 부문 국내  

1위 업체인 TPC 메카트로닉스는 업계 최초로 Office 365로 그룹웨어를 옮겼습니다. 

이메일, 게시판, 전자결재의 업무 흐름을 사내에 가두어 두지 않고 전 세계 32개국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고객까지 연결하기 위해 클라우드에 그룹웨어를 구축한 

것입니다. 클라우드로 개인, 업무, 회사, 고객을 하나로 묶은 TPC 메카트로닉스는 

향후 ERP 재구축을 마친 후 파트너와 고객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Office 365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타 Microsoft 고객 성공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ko-kr/customer

evidence 

비즈니스 필요성 
TPC 메카트로닉스는 공장자동화 전문 

기업으로 공기의 힘을 이용해 기기를 

제어하는 공압 솔루션과 전기로 기계를 

조작하는 모션 컨트롤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TPC 메카트로닉스는 1979년 

설립 이례 국내와 해외로 사업을 확장했고 

2014년 현재 전국에 15개 사업소가 있고 

32개국 261개의 대리점을 운영 중입니다.  

 

해외 사업소와 대리점 그리고 고객 수가 

늘면서 TPC 메카트로닉스는 재고 현황 

파악, 주문 처리 현황, 배송 추적 정보 

요청을 처리하느라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TPC 메카트로닉스 모연부 

상무는 “파트너나 고객이 내가 주문한 

제품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물으면 바로 답 

해주면 좋은데 기존에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라며 “시장이 커지고 고객이 

늘면서 대리점과 고객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고객이 

원하는 정보는 대부분 ERP에 있는데 

자료를 찾아서 가공해서 이를 다시 

이메일이나 전화로 알려주기까지 손이 

너무 많이 갔던 것입니다. 

 

TPC 메카트로닉스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정보 경쟁력’이란 사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세 확장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내에 ERP, 그룹웨어를 

잘 갖추어 놓아도 외부에 있는 사업소, 

대리점 더 나아가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제 때 줄 수 없다면 그 시스템은 오늘 날 

경영 환경을 기준으로 보면 반쪽 

짜리입니다. TPC 메카트로닉스는 

변화되는 경영 환경에 맞는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Microsoft Office 365  

Case Study 

  

 
 

 

 개인, 업무, 회사, 고객을  

하나로 연결하는 획기적인 서비스  

  

http://www.microsoft.com/ko-kr/customerevidence
http://www.microsoft.com/ko-kr/customer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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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안 
TPC 메카트로닉스가 가장 먼저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목한 것은 

‘그룹웨어’였습니다. TPC 메카트로닉스는  

두 번 고민 하지 않고 Office 365 상에 

그룹웨어를 구현하기로 결정합니다.  

모연부 상무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업무를 보고, 사내뿐 아니라 전 세계 

파트너, 고객과 활발히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새로운 그룹웨어가 필요했습니다”라며 

“사내뿐 아니라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소화하고 ERP와 연동되어야 하고,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로 

Office 365만한 것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TPC 메카트로닉스는 Office 365 Enterprise 

E1 플랜에 가입해 사용자들에게 이메일, 

화상 회의, 파일 저장소 등 새로운 도구와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룹웨어는 

Office 365 SharePhoint Online 상에 

만들었습니다. TPC 메카트로닉스는 다양한 

구성과 기능을 더해 예전 그룹웨어를 

엔터프라이즈 포탈로 꾸몄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인 전자결재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협력사의 도움을 받아 

Office 365 기반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효과 
 

하나의 프로세스, 하나의 수단  

Office 365가 제공하는 도구와 서비스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당초 목표로 했던 개인, 

회사, 파트너, 고객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업무 프로세스 상에 연결되었습니다. 

일례로 고객과 파트너가 늘 궁금해 하던 

주문 처리 현황은 ERP에 주문이 입력되는 

순간 자동으로 Office 365를 거쳐 

고객에게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일일이 

전화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조직 내 의사결정도 매끄럽게 다듬어 

졌습니다. TPC 메카트로닉스에서는 하루 

평균 100건의 전자결재가 처리되는데 

기안서나 품의서가 올라오면 바로 

처리됩니다. 임직원들이 모바일로 Office 3

65에 언제나 접근할 수 있어 해외 

출장이나 휴가 등 자기 자리에 없어도 

바로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연부 상무는 “Office 365는 나와 업무 

그리고 고객과 회사의 연결 고리입니다”

라며 “현재 2세대 ERP를 구축 중인데 향후 

ERP와 Office 365의 그룹웨어간 연계를 

강화해 하나의 프로세스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고객과 파트너가 원하는 모든 정보의 

원천은 ERP가 되고 이들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자 창구는 Office 365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여 설명합니다.  

 

먼 거리, 가까운 친밀감  

500여 조직원이 Office 365를 쓰면서 

사무실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개인 PC에 

잠자고 있던 각종 문서와 자료들은  

OneDrive for Business로 모였습니다. 이제 

고객과 파트너들이 제품 카탈로그와 같이 

30MB가 넘는 대용량 파일을 요청하면  

OneDrive for Business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의 링크를 이메일로 보내는 것을 모두 

당연하게 여깁니다. 안전하지 않은 외부 

메일이나 파일 공유 서비스를 쓸 필요를 

못 느낍니다.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본사와 전국 

사업소 간 회의는 예전처럼 서로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Lync 온라인 회의 

도구를 통해 얼굴을 맞대고 진행됩니다. 

모연부 상무는 “목소리만 듣는 것보다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 하는 것이 회의 

효과가 좋습니다”라며 “또한 얼굴만 보는 

것보다 Lync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그때 

그때 함께 보는 것이 의사결정 속도도 

높이고 회의 효율도 높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일정 공유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일 일정 보고를 위해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 올리는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Outlook에 일정을 등록하는 

순간 부서 간 공유가 됩니다. 

  

보안과 백업에서 해방  

몇 년 전 TPC 메카트로닉스의 업무 

시스템 중 하나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최소 

일 단위로 백업을 해야 업무 차질 없이 

시스템 복구가 가능합니다. 당시 해킹 당한 

시스템은 백업 주기가 길어 중요 정보 

대다수를 복구할 수 없었습니다.  

Office 365 상에서 운영되는 그룹웨어나 O

neDrive for Business에 올려진 파일은 

복구 걱정이 없습니다. 매일 백업을 하지 

않아도 공유와 소통을 위한 정보의 손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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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Country or Region: 대한민국 

Industry: 교육 

Customer Profile 

단국대학교는 1947 년에 설립된 사립 

종합 대학이다.  1978 년 천안캠퍼스 설립, 

2007 년 죽전캠퍼스 이전 등을 통해 한국 

대학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 있다. 

 

Business Situation 

그룹웨어 도입을 준비하면서 2006 년 

구축해 운영하던 이메일 서버 교체를 

추진하게 된다.  

 

Solution 

교내 전산실에 서버를 두고 교직원과 

학생을 위한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높은 보안이 

요구되는 교직원용 이메일은 교내 서버로 

그리고 많은 수의 사용자를 지원해야 

하는 학생용 서비스는 Office 365 를 통해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Benefits 

 탁월한 비용 절감 효과  

 특별히 관리할 것 없어 

 대학에 딱 맞는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 가능  

  
 “기존 이메일 서버 운영을 위해 초기 도입 비용을 1 억 원 가량 

들였다. 사용자 수 기준으로 볼 때 학생 계정 수가 월등이 많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Office 365 를 통해 학생용 이메일 서비스의 

경우는 비용을 제로로 낮춘 것이나 마찬가지다” 

단국대학교 정보화기획센터 정보기획팀 김도연 과장 

  단국대학교가 2013 년 1 학기부터 새로운 이메일 서비스를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2006 년 교내에 서버를 구축해 4 만 명 규모의 대규모 이메일 서버를 

운영하던 단국대학교는 2012 년 그룹웨어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메일 서버도 함께 

교체하게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 추진 배경에는 대학교 도메인 기반 이메일을 잘 쓰지 

않던 예전과 달리 최근 실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학생을 위한 할인 프로모션이나 기업들이 주관하는 대학생 대상 경진 대회, 캠페인 

등에 참여할 때 대학생임을 증명하는 데 학교 이메일 계정이 필요하고 이후 각종 

소식을 지속적으로 받는 주요 연락처로 쓰이면서 수요가 느는 추세다. 단국대학교는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이메일 서버 성능, 스토리지 용량 등 인프라부터 수만 

사용자 규모의 시스템 운영 등 여러 모로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판단 하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선택했다. 대규모 사용자 층인 학생은 비용과 운영 부담이 제로인 Office 365 의 

Exchange Onlin 으로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는 교직원용 이메일은 Exchange 

Serve 를 직접 구축해 운영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택한 것이다. 두 환경은 서버의 

위치만 다를 뿐 Active Directory 인프라 상에서 계정이 통합 관리 되는 것은 기존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하이브리드 모델 채택을 통해 단국대학교는 서버 운영, 업그레이드, 

스토리지 증설 등의 고민 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최신 기능 지원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졸업생들에게까지 평생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다.   

    

 

  

 
 

 



 

 

Situation 
단국대학교가 2013 년 새 학기부터 새로운 

이메일 서비스를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단국대학교는 2006 년 국내 

기업이 개발한 솔루션을 통해 4 만 사용자 

규모의 이메일 서버를 교내에 구축해 

운영해왔다. 그러던 와중에 2012 년 

단국대학교는 교직원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Microsoft Exchange Server 

기반의 그룹웨어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그룹웨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단국대학교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교내 전산실에 신규 장비와 솔루션을 

들여와 교직원과 학생 모두를 통합해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는 교직원용 

이메일은 직접 서버를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수의 사용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면 되는 학생용 서비스는 공용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갈 

것인가? 바로 이 두 가지 갈림 길 앞에 섰던 

것이다.  

 

두 조건 앞에서 단국대학교는 오래 

고민하지 않고 하이브리드 방식을 골랐다. 

보안, 운영, 비용 모든 면을 고려할 때 

Microsoft Exchange Server 와 Office 365 를 

연계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메일 서비스를 

이원화해 운영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라 본 것이다. 실제로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이전 환경의 

숨겨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이상적이었다.  

 

단국대학교는 기존 이메일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보이지 않는 불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기존 학교 이메일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쓰기 불편하다고 

이용자들이 볼멘 소리를 했다. 기존 

이메일은 전용 앱(App)이 없음은 물론이고 

POP3 만 지원하디 보니 일일이 복잡한 

설정을 해야만 모바일 기기에서 쓸 수 

있었다. 모바일 브라우저로 열어도 액티브 X  

지원 불가로 제대로 페이지가 표시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불편은 학교 

이메일에 대한 사용률 저하의 직간접적인 

이유가 되었고, 정기적인 휴면 계정 관리를 

할 때마다 많은 수의 계정을 정리해야 하는 

관리 부담으로 다가왔다.  

 

모바일에서 쓰기 불편한 것 외에 또 다른 

불편함으로 다국어 지원도 있었다. 각종 

연구, 교육 협력 등을 위해 세계 각국의 대학 

교수들은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2011 년 기준으로 단국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세계 각국의 대학만 190 개에 달할 

정도다. 기존 이메일 서버는 국내 사용자 눈 

높이에 맞는 기능과 환경(UI)을 제공했지만 

다국어 지원 부문은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었다. 해외 대학과 빈번히 이메일을 주도 

받는 이들이 본문이 깨진다는 불만을 자주 

제기했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소소해 보이는 이들 문제는 최근 

대학교 도메인이 적힌 이메일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 

되었다. 단국대학교의 경우 원하는 이들에 

학생들에 한해 대학 이메일 계정을 생성해 

주었다. 예전에는 그냥 만들어 놓고 안 쓰는 

이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개설된 계정을 

잘 쓰는 학생들이 하나 둘 늘고 있다. 그 

배경으로 단국대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다양한 프로모션과 커뮤니티 지원 

활동을 하면서 개인 인증 수단으로 대학교 

도메인 기반 이메일을 쓰는 예가 늘고 있고 

있다는 것을 꼽고 있다. 학생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이메일이 널리 쓰이 게 

된 데에는 개인정보호법 시행이 직간접적 

영향을 끼친 것이다. 예전처럼 이름, 주소, 

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를 

암호화 등을 통해 보호해야 하고 유출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다 보니 

기업에서 불필요하게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이 

마케팅 활동을 할 때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 등 소셜 서비스에서 학생 

대상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학교 

이메일 주소를 묻는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Windows 나 Office 의 학생 

할인 프로모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학생들에게 개발 도구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드림스파크 등에 참여하려면 

학생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이메일 

주소로 간단히 학생 신분을 확인 받을 수 

있다. 이런 추이 속에서 학생들은 보다 

사용자 편의성 높은 대학 메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과제이다. 단국대학교는 이런 

숙제를 Office 365 로 풀어 내었다. 

 

Solution 
단국대학교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인 라임오렌지닷컴과 함께 학생들을 

위한 Office 365 도입 작업을 2012 년 말 

추진하였다. 이번 프로젝트의 크게 계정 

생성, 기존 사서함 이관 두 가지 단계로 

추진되었다. 라임오렌지닷컴은 그룹웨어 

제공 업체와 협력해 교직원과 학생 계정 

정보를 동일한 Active Directory 인프라 

상에서 통합 관리하고, 학생 및 퇴직한 

교직원의 경우에 한해 계정 정보를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Office 365 의 Exchange 

Online 에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하이브리드 운영의 큰 틀을 구성했다.  

 

이 구성은 운영 관점에서 보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평생 계정’을 나눠주는 것과 

같다. 단국대학교는 현직 교직원의 경우는 

사내 구축된 Exchange Server 유저로 

등록되도록 했다. 교직원이 퇴사할 경우 

기존처럼 계정이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Office 365 상에 마련된 단국대학교 도메인 

기반 평생 이메일 사용자로 신원이 바뀐다. 

학교를 떠났다 다시 복직을 하게 될 경우 

새로 계정을 받을 필요 없이 Active 

Directory 상에 기록된 신원 정보가 

바뀌면서 교내 서버에 사서함이 생성된다. 

다른 시나리오를 예로 들자면 학생으로 

입학해 조교를 하다 교직원으로 취업해 

학교에 남는 이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 계정 

정보는 동일하지만 Active Directory 상에서 

간단히 신원을 변경하면 Office 365 에서 

교내 Exchange Server 로 연결 대상이 

바뀐다. 

 

이처럼 교내 이메일 서버와 클라우드 간 

신원 변경 및 사서함 이관이 자유로운 것과 

관련해 라임오렌지닷컴 관계자는 “양쪽 

모두 동일한 Exchange API 를 사용해 데이터 

이관이 가능하다”라며 “또한 Outlook 의 pst 

파일을 이용하는 것, IMPA 연결 등 다양한 

방법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단국대학교와 라임오렌지닷컴은 기존 4 만 

개의 계정 중 오랜 기긴 쓰지 않고 방치된 

유휴 계정을 정리한 후 실제 이메일을 쓰는 

2 만 유저의 사서함을 마이그레이션 

대상으로 정했다. 이중 교직원들은 교내에 

있는 Exchange Server 로 그리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생들은 Office 365 의 Exchange 

Online 으로 사서함이 옮겨졌다. 계정 

정리과 사서함 이관은 일정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고 단국대학교는 2013 년 3 월 

1 학시 시작 시점에 맞추어 새로운 이메일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Benefits 
 

탁월한 비용 절감 효과  

공용 클라우드로 학생 이메일 서비스를 

전환하여 단국대학교가 얻게 된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 바로 비용 절감이다. 

단국대학교의 경우 기존 이메일 서버 

운영을 위해 초기 도입 비용을 1 억 원 가량 

들였다. 사용자 수 기준으로 볼 때 학생 계정 

수가 월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Office 

365 로 학생용 이메일 서비스 제공 비용을 

제로로 낮춘 것이나 마찬가지다.  

 

초기 도입 비용 못지 않게 중장기적인 비용 

부담을 던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스토리지다. 2013 년 3 월부터 제공된 

새로운 학생용 이메일 서비스의 사서함 

크기는 25GB 이다. 예전처럼 몇 GB 

수준으로 사서함을 준다는 것은 수십 GB 를 

웹에서 무료로 써오던 학생들 눈 높이에서 

보면 그저 텍스트만 주고 받을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2013 년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최소 10GB 이상의 사서함 크게 제공은 

기본인데 이를 직접적인 투자비로 계산하면 

막상 엄두가 나지 않게 된다. 더군다나 

재학생, 졸업생 모두 포괄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못해도 수십만 사용자인데, 



 

 

이들을 위한 이메일 서비스를 교내에서 

제공할 경우 스토리지 비용은 어마 어마한 

수준이 된다.  

 

단국대학교는 사실 비용 절감보다는 다른 

부문에서 Office 365 도입 의미를 두고 있다. 

바로 수십만 사용자를 대상으로 평생 계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이다. 단국대학교는 향후 

이메일을 재학생과 졸업생이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 보이지 않는 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락처를 여러 

기기나 서비스에 저장하기 편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사람 찾기가 

아무리 편해졌다 해도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다 보면 관계의 끈이 느슨해 지기 

마련이다. 단국대학교는 대학 도메인 기반 

이메일이 학번처럼 변하지 않는 과거의 

기록이자 현재와 미래의 디지털 신원으로 

단국대학교 커뮤니티를 실타래처럼 

연결하는 매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히 관리할 것 없어 

Exchange Server 와 Office 365 Exchange 

Server 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하면서 

단국대학교 IT 관리자들은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 높은 보안 수준과 

서비스 품질이 요구되는 교직원용 이메일 

서비스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면 되기 

때문이다. 기존 관리 대상 계정 중 90% 

가까이 되던 학생을 위한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맡기면 그만이다. 

단국대학교 관리자가 할 일은 없다. 사번, 

학번이 발급되면 Active Directory 상에 

자동으로 디지털 ID 가 생성되고, 필요에 

따라 이메일까지 자동으로 발급되도록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메일 서버에 대한 업그레이드 고민도 

이제 관리자의 손을 떠난 일이 되었다. 

단국대학교의 경우 Office 365 도입 당시 

Exchange Online 은 Exchange Server 2010 

기반이었다. 2013 년 2 월 28 일부로 

Exchange Server 2013 기반의 서비스가 

런칭되었다. 단국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역시 최신 버전의 서버를 통해 

제공될 예정인데, 단국대학교 IT 관리자들은 

특별히 할 일이 없다. 교직원용 이메일 서버 

업그레이드만 챙기면 된다. 학생용 이메일 

서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관리자들이 

알아서 서비스를 업데이트 하기 때문이다. 

단국대학교에서 Exchange Server 2013 

기반으로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되면 

학생들이 더욱더 Office 365 를 편하게 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indows 8 이 

설치된 최신 PC 나 노트북을 쓰는 학생들의 

경우 Outlook 앱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대학교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에 딱 맞는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 

가능  

단국대학교는 일단 Office 365 의 Exchange 

Online 만을 사용 중이다. 단국대학교는 

향후 SharePoint Online 등 Office 365 를 

통해 제공되는 협업 기능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change 

Online 으로 전환 후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이메일뿐 아니라 일정 관리 

등 기대치 않던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하나 둘 목격되고 있다. 

단국대학교는 이처럼 사용자 자발적인 

이용을 꾸준히 살핀 후에 대학 환경에 맞는 

통합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모델을 Office 

365 를 기반으로 그려갈 계획이다. 

 

Microsoft Office 365 

Microsoft Office 365 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클라우드 생산성의 힘을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귀중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www.microsoft.com/businessproductivity/k

o/KR/products/office 

For More Information 
For more information about Microsoft 

products and services, call the Microsoft 

Sales Information Center at (800) 426-

9400. In Canada, call the Microsoft 

Canada Information Centre at (877) 568-

2495. Custom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who are deaf or hard-of-hearing 

can reach Microsoft text telephone 

(TTY/TDD) services at (800) 892-5234. 

Outside the 50 United States and 

Canada, please contact your local 

Microsoft subsidiary. To access 

information using the World Wide Web, 

go to: 

www.microsoft.com 

 

For more information about  products 

and services, call  or visit the website at:  

 

For more information about  products 

and services, call  or visit the website at:  

 

This case study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MICROSOFT MAKES NO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IN THIS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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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microsoft.com/korea/ 

 

단국대학교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dankook.ac.kr 

 

라임오렌지닷컴은 Office365 를 

교육기관에 배포하고 SSO 를 구축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limeorange.com 

This case study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MICROSOFT MAKES NO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IN THIS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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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업계에 부는 스마트 워크 유행 예감”  

iKEP 과 Office 365 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개시 
 

 

 

 
 

Overview 
Country or Region: 대한민국 

Industry: IT 서비스 

 

Customer Profile 

LG CNS 는 컨설팅, 시스템 통합, 아웃소싱, 

ERP/BI, IT 인프라 솔루션, IT 컨버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IT 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2012 년 3 월 기준으로 

국내외에 1 만여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미주, 인도, 

인도네시아, 유럽, 브라질, 콜롬비아 

등지에서 활발히 사업을 펼치고 있다. 

 

Business Situation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 놓인 여러 패션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을 이끌 돌파구로 

IT 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 기회 

삼아 클라우드 상품을 기획하게 되었다.  

  

Solution 

패션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IT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자사의 패션 ERP, 엔터프라이즈 포탈인 

iKEP 에 Office 365 를 연계해 상품을 

구성하였다.  

 

Benefits 

 비용은 줄이고, 매출은 높이는 서비스 

 하이브리드 구성으로 상품 가치 높여 

 패션 업계에 스마트워크 바람 일으켜  

 BYOD 시대에 딱 맞는 클라우드 모델   

 

  
“패션처럼 영감과 속도가 중요한 경우 정보를 조회하거나 입력 또는 정리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와 데스크톱 앞에 앉아야 할 경우 업무 생산성이 자연히 떨어지게 된다. 

업무의 연속성 보장 차원에서 언제 어디서나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게 하면 매장과 

패션 현장 등지에서 얻은 귀중한 아이디어나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LG CNS 서비스사업부 유통/건설담당 사업개발팀 관계자 

  
LG CSN 가 ETS-F(Enterprise Total Service for Fashion Industry)라는 패션 기업을 

위한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발표했다. 국내 굴지 패션 기업들을 대상으로 ERP, 

SCM, CRM 등의 기간계 시스템과 그룹웨어 등 업무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온 

경험이 있는 LG CNS 는 대다수 기업들의 IT 환경이 최적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관련 서비스 상품 기획에 나섰다. LG CNS 는 중소ㆍ중견 패션 기업도 

대기업 브랜드 못지 않은 수준의 IT 시스템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려면 토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LG CNS 는 우선 국내 대형 패션 고객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쌓아온 선진 프로세스 노하우를 녹여 패션 기업 

맞춤형 ERP 를 ETS-F 의 핵심 요소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포탈 

솔루션으로 개발한 iKEP 에 통합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기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Office 365 를 접목한 스마트 워크 패키지도 ETS-F 에 넣었다. 그리고 고객이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자사의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 상에서 ETS-F 서비스를 올렸다. ETS-F 서비스가 시장에 등장하자 

패션 업계에서는 클라우드가 갖는 경제적 이득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LG 

CNS 는 ETS-F 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타 분야까지 산업 별 맞춤형 토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해나간다는 전략적 로드맵도 수립해 놓았다. 

 
    

 

  

 
 

 



 

 

Situation 
LG CSN 가 국내 처음으로 패션 산업 고객을 

위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보였다. 

ETS-F(Enterprise Total Service for Fashion 

Industry)라 이름 붙여진 이 상품은 지금까지 

시장에 나왔던 ASP 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른 

내용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LG CNS 가 

패션 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내놓게 된 

데에는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 놓인 여러 

패션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을 이끌 

돌파구로 IT 에 주목하고 있다는 시장 기회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패션 산업은 영업 이익률뿐 아니라 

생산ㆍ부가가치ㆍ고용 유발 계수 면에서 

대한민국 주력 산업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패션 업계의 IT 투자 현실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있다. 몇몇 

대형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업계의 정보화 

수준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11 년 발표한 

‘국내기업 e-비즈니스와 IT 활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의복/모피 46.3 점, 섬유제품 39.9 점 

등 패션 관련 산업의 정보화 지수는 제조 

업종에서 중간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정보화 투자 의지가 높지 않던 패션 

업계가 최근 IT 를 통해 비즈니스 속도를 

높이는 것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이 일상으로 자리잡으면서 패션의 

유행 주기는 더욱 단축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기획 생산 방식의 긴 준비 기간을 

요하는 기존 체제를 깨고 수시로 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추어 제품을 만든다는 반응 

생산을 앞세운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기업들이 주류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이들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내수와 해외 구분 

없이 세를 넓혀 가며 시장의 판을 바꾸어 

놓고 있다. 이런 새로운 환경과 경쟁 조건이 

IT 를 바라보는 패션 업계의 시각을 

변화시킨 것이다.  

 

LG CNS 는 패션 업계가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 방안으로 IT 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2011 년 중반 새로운 

서비스 기획에 착수하게 된다. LG CNS 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패션 업계가 IT 투자와 

운영에 있어 어떤 고충을 겪어 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국내 굴지 패션 

기업들을 대상으로 ERP, SCM, CRM 등의 

기간계 시스템과 그룹웨어 등 업무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패션 업계 고객의 고충 파악에 

나선 LG CNS 는 대다수 기업들의 IT 환경이 

최적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꾸준한 투자 속에서 시스템을 통합하고, 

업무 최적화를 시켜야 하는데 이를 실천할 

역량을 갖춘 조직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핀 것이다.  

 

LG CNS 는 패션 기업들이 느끼는 고충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맞춤형 서비스의 

윤곽을 짜 나갔다. LG CNS 는 자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온 국내 굴지의 

패션 업체의 업무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서비스의 핵심 구성 요소를 정의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거 패션 관련 ASP 

서비스에는 없던 한 가지 요소를 더하게 

된다. 바로 ‘스마트 워크(Smart Work)’이다. 

 

Solution 
LG CNS 가 당초에 목표로 한 ETS-F 의 고객 

가치는 한 회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IT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중소ㆍ중견 패션 기업도 대기업 브랜드 

못지 않은 수준의 IT 시스템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려면 토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될 토털 패션 IT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LG CNS 에게도 도전이었다. 인프라, 솔루션, 

운영 등 여러 조직이 서로 힘을 모아야 

완성할 수 있는 큰 그림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ETS-F 를 만들기 위해 LG CNS 는 

핵심 구성 요소를 정의한 후 각각을 

담당하는 내부 부서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구현에 들어갔다. LG CNS 가 

구상한 토털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축은 패션 기업 맞춤형 ERP 였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오랜 세월 



 

 

큰 비용을 들여가며 패션업에 맞추어온 

프로세스가 반영된 ERP 를 개발한 것이다. 

ERP 는 상품 기획, 구매, 생산, 물류, 마케팅, 

영업, POS, 인사, 회계 모듈을 패션 

비즈니스에 맞추어 패키징 되었다. 그리고 

ERP 를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 멀티 

테넌트 구조화 하는 것은 SaaS 부서의 힘을 

빌렸다.  

 

두 번째 축은 스마트 워크였다. LG CNS 는 

시장을 선도하는 패션 기업들은 일하는 

방식도 남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LG CNS 는 패션 업계에서도 통합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 ERP 못지 않게 

중요한 시스템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패션 

업계는 사실 그 어떤 업종보다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 여러 장소에서 

요구되는 특징이 있다. 본사, 물류 센터, 매장 

등 여러 위치에서 조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여러 지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본사 ERP 또는 각 장소에 비치된 

데스크톱에 저장된 Excel 문서 등에 

기록되어 관리된다. 또한 최근에는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 일변도에서 벗어나 

매장이 곧 브랜드라는 전략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비자와의 접점인 매장에서 

POS 외에 태블릿을 비치해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 워크에 대한 잠재적 욕구는 

본사, 물류 센터, 매장 할 것 없이 존재하고 

있다. LG CNS 는 스마트 워크를 서비스에 

녹이는 데 있어 내부의 역량과 외부의 힘을 

합치는 접근법을 택하였다. LG CNS 가 

바랐던 패션 기업을 위한 스마트 워크의 

전형은 통합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서비스를 

모바일 오피스 차원으로 넓혀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LG CNS 는 자사의 

엔터프라이즈 포탈 솔루션인 iKEP 과 

마이크로소프트의 Office 365 를 접목하기로 

결정하였다.  

 

LG CSN 는 iKEP 을 결재, 일정 관리 등 

기본적인 백 오피스 업무 수행을 위한 틀로 

정하고 이 안에 Office 365 의 SharePoint 

Online 과 Lync Online 을 연결해 화상 회의, 

메신저, 통합 문서 관리 기능을 더하였다. 

본사, 물류센터, 매장 그리고 외근 중인 

조직원까지 언제, 어디서나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각종 문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Office 365 를 ETS-F 에 

부분적으로 녹인 것이다. LG CNS 는 ETS-F 

사용자가 한 번의 로그인으로 iKEP 과 

SharePoint Online, Lync Online 을 구분 

없이 오갈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자사의 서비스와 Office 365 간 Active 

Directory 기반의 계정 연계 작업을 하였다.  

 

ETS-F 의 세 번째 축은 클라우드 인프라였다. 

고객이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자사의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 상에서 

ETS-F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부서가 참여하여 ETS-F 를 

위한 서버, 스토리지, 가상 데스크톱, 

네트워크, 보안 등 ETS-F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환경을 구성하였다. 

 

Benefits 
 

비용은 줄이고, 매출은 높이는 서비스  

ETS-F 서비스가 시장에 등장하자 패션 

업계에서는 클라우드가 갖는 경제적 이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LG CNS 

서비스사업부 유통/건설담당 사업개발팀 

관계자는 “패션 기업이 개별적으로 LG 

CNS 의 ETS-F 규모의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면 최소 50 억 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라며 “ETS-F 는 초기 

투자 부담도 없을 뿐 아니라 전체 비용도 

5 년 기준 TCO 를 기준으로 볼 때 직접 

운영의 40% 선만 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비용 절감은 LG CNS 가 말하는 기대 효과의 

한 부분이다. 서비스 정식 출시 전 LG 

CNS 가 시뮬레이션 해본 바에 의하면 패션 

맞춤형 토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적시 

상품 공급이 가능해 지고, 적정 재고 유지가 

용이해 지고, 매장 및 고객 관리 수준이 

높아지는 등 여러 요인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 5% 이상의 매출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하이브리드 구성으로 상품 가치 높여 



 

 

당장 눈에 보이는 비용적 이익 못지 않게 LG 

CNS 가 강조하는 ETS-F 의 차별화된 

상품성은 바로 스마트 워크 환경 제공이다. 

LG CNS 는 iKEP 과 Office 365 를 결합한 

것이 갖는 의미를 상품 가치를 높인 것에서 

찾는다. ERP 와 엔터프라이즈 포탈에 통합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라는 기능성을 더해 

소비자에게 프로세스 혁신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새로운 가치 제안이 

가능해졌고, 이는 곧 소비자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패션 업계에 스마트워크 바람 일으켜  

LG CNS 는 ETS-F 가 패션 업계에 스마트 

워크 바람을 일으킬 전망이다. 어디서 

근무를 하건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과 문서 

공유를 하는 것은 더 이상 대기업만 가능한 

일이 아니란 것을 LG CNS 는 ETS-F 를 통해 

패션 시장에 알렸다. LG CNS 관계자는 “패션 

기업에서 영업은 매장을 다니느라 외부에 

있는 시간이 많고, 기획이나 디자인 역시 

사무실에 앉아만 있다기 보다 트렌드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 패션 현장을 누비고 

다닌다”라며 “패션처럼 영감과 속도가 

중요한 경우 정보를 조회하거나 입력 또는 

정리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와 데스크톱 

앞에 앉아야 할 경우 업무 생산성이 자연히 

떨어지게 된다. 업무의 연속성 보장 

차원에서 언제 어디서나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게 하면 매장과 패션 현장 등지에서 

얻은 귀중한 아이디어나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BYOD 시대에 딱 맞는 클라우드 모델  

LG CNS 는 패션 업계 역시 다른 산업과 마찬 

가지로 BYOD(Bring Your Own Device) 

트렌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TS-F 는 BYOD 를 패션 업계가 수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LG CNS 는 스마트폰, 

태플릿, 데스크톱 등 기기 구분 없이 모바일 

상에서 그룹웨어나 ERP 에 접근하거나 화상 

회의나 메신저를 이용할 수 있도록 ETS-F 를 

설계했다. LG CNS 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BYOD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LG 

CNS 는 매장에 비치된 POS 나 데스크톱 

앞에 가지 않고도 점원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내거나, 

재고 현황을 보거나 하는 부분까지 향후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장 내 

적정 재고 유지를 통한 결품률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음료, 제약 등으로 고객 서비스 확대  

LG CNS 는 2013 년을 ETS-F 확산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ETS-

F 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타 분야까지 

산업 별 맞춤형 토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해나간다는 전략적 로드맵도 수립해 

놓았다. LG CNS 관계자는 “ETS-F 를 

고객에게 제안함에 있어 LG CNS 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대형 

패션 브랜드들이 택하고 있는 좋은 

프로세스를 중소ㆍ중견 기업까지 

전파하겠다는 자세를 보일 것”이라며 

“2013 년 계획은 30 개 패션 기업에게 선진 

프로세스를 전파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100 여개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리고 ETS-F 를 시작으로 식음료, 

제약 등의 업종으로 산업 별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급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Microsoft Office 365 

Microsoft Office 365 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클라우드 생산성의 힘을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귀중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www.microsoft.com/businessproductivity/k

o/KR/products/office-365.aspx 

 

For More Information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microsoft.com/korea/ 

 

LG CNS 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lgc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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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품격에 맞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Office 365'로 완성 
 

 

 

 
 

Overview 
Country or Region: 대한민국 

Industry: 엔터테인먼트 

Customer Profile 

네오플은 2001 년 설립된 온라인 게임 

개발 회사로 2008 년 7 월 넥슨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던전앤파이터, 

지하성과 용사, 사이퍼즈 등이 히트를 

거듭하였고 2011 년 딜로이트가 선정한 

Technology Fast 500 에 꼽히는 등 미래 

성장 가능성도 글로벌 하게 인정받고 

있다.  

 

Business Situation 

연이은 게임 히트로 사세가 급격히 

확장되면서 조직 규모에 걸맞은 업무 

지원 체제 및 관리ㆍ통제력 확보가 

필요해졌다.  

 

Solution 

네오플은 전사적 정책 기반 관리ㆍ 

통제를 함에 있어 3 년 간 써온 구글 

앱스가 제약이 크다는 판단 아래 자사의 

Active Directory 서버와 Office 365 를 

연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하였다.  

 

Benefits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시작 

 서비스 통제력 강화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발견  

 사용자 편익 증진 

 

  
 “Office 365 는 애초부터 기업 환경을 고려해 만들어진 서비스인 

반면 구글 앱스는 일반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들이 기업용 

버전으로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네오플 연구소 시스템팀 임건우 팀장 

 

  네오플이 스타 온라인 게임 기업의 잠재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2004 년 12 월 던전앤파이터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실시하면서부터였다. 이후 사이퍼즈, 신야구 등 후속 게임까지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네오플은 급성장을 거듭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네오플은 남들보다 빠른 2009 년부터 공용 클라우드를 통해 

백오피스 지원을 하였다. 이메일, 문서 공동 작업 등을 위해 구글 앱스를 

한 해 두 해 써오면서 네오플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뭔가 서비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처음 쓸 때는 몰랐는데 조직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백오피스 서비스 제공 및 

관리ㆍ통제력 강화에 부족함이 크다 본 것이다. 이에 자사 인증 기반을 

Active Directory 로 통합하고 이 토대에 Office 365 를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현을 모색하게 된다. 운영 위임의 이점과 

관리ㆍ통제력 강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누리고자 한 것이다. 

2012 년 중반 신규 서비스로의 전환에 성공한 네오플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적합하다는 확신 아래 다양한 시스템과 

Office 365 와의 접목을 시도할 계획이다.  

  
    

 

  

 
 

 



 

 

Situation 
수십 명이던 조직이 급작스레 수백 명으로 

커질 때 흔히 이메일, 문서 공유 등 기본적인 

업무 지원 체제 정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수십 명 조직은 특별한 프로세스나 도구 

없이도 유기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반면 

수백 명 조직은 개개인의 업무가 

세분화ㆍ전문화 되어 가기 때문에 적절한 

체제를 갖추지 않을 경우 원활한 업무 

협력과 신속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조직 성장에 

맞추어 백오피스 부문의 IT 혁신에 나서게 

된다.  

 

던전앤파이터 성공 이후 초고속 성장을 

거듭해 온 네오플 역시 마찬가지였다. 

2000 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네오플은 

이메일 등 주요 백오피스 시스템을 직접 

운영해 왔다. 하지만 조직이 커지면서 

다양한 업무 지원 시스템 개발과 운영 

부담이 IT 부서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에 

네오플은 2009 년 이메일과 협업 등 주요 

백오피스 부문을 과감히 전문 서비스 

업체에 맡기는 용단을 내리게 된다. 당시 

네오플이 가입한 서비스는 구글 

앱스(Google Apps)였다.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로 커뮤니케이션과 

문서 공유 등 기본적인 업무 지원을 

해오면서 네오플은 당초 기대한대로 운영상 

이득을 볼 수 있었다. 전문 업체에 운영을 

맡기다 보니 사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운영상의 이득은 조직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운영 

위임의 이점 외에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관리ㆍ통제의 강력함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급성장을 거듭하던 네오플에게 구글 앱스는 

한 때 잘 맞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불편한 

옷과 같았다. 네오플이 느꼈던 불편함은 

관리 정책을 마련해 무언가 개선하려 할 때 

관리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 받는 기술지원만으로는 

원하는 바를 제 때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네오플 연구소 시스템팀 임건우 팀장은 

“단일 인증 체제 구축, 사내 표준 메신저 

사용 등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구글 

앱스의 경우 기술지원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생겨 직접 자료를 찾아 

보곤 했다”라며 “실제로 사내 통합 메신저가 

없어서 구글 톡(Google Talk)을 표준으로 

써볼 요량에 Active Directory 정보 연동을 

문의 했는데 답을 듣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이 외에도 궁금해 물어본 것들 중 상당 수는 

구글 본사까지 거친 후에서야 답을 받는 

경우가 많아 기술지원 업체의 대응 수준이 

썩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안도 잠재적인 문제 거리였다. 

임건우 팀장은 “구글 앱스는 사용자의 

사소한 실수로 인한 보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며 “예를 들어 사용자들이 구글 

그룹스(Google Groups)를 개설하고 

이메일을 통해 게시 글을 남기거나, 구글 

독스(Google Docs)로 공동 편집 작업을 할 

때 외부 공개에 대한 옵션을 실수로 

체크하면 검색 엔진을 통해 외부에서 해당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Solution 
기업 규모에 걸맞은 관리ㆍ통제력을 갖추기 

위해 네오플은 2012 년 상반기 Office 

365 로의 대대적인 서비스 전환을 꾀하게 

된다. 계약 체결부터 라이선스 선택까지 

네오플은 Office 365 와 구글 앱스의 차이를 

말이 아닌 실체로 접할 수 있었다.  

 

먼저 Office 365 라이선스 계약은 구글 

앱스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임건우 

팀장은 “구글 앱스를 도입할 때는 계약서라 

할 만한 문서도 없었고 관련된 이야기도 

특별히 없이 그냥 웹 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이 참조할 수 있는 전부였다. 기술지원 

업체에게 명문화된 계약서를 요청했으나 

어렵겠다는 답을 받았다”라며 “반면에 

Office 365 는 계약서를 받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별 것 아닌 듯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계약서 유무의 차이가 

크다”라고 말했다.  

 



 

 

라이선스 체제 역시 남달랐다. Office 365 를 

구성하는 서비스를 하나하나 살피며 자사에 

적합한 라이선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네오플은 Office 365 와 구글 앱스의 차이를 

또 알아챘다. 임건우 팀장은 “Office 365 는 

애초부터 기업 환경을 고려해 만들어진 

서비스인 반면 구글 앱스는 일반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들이 기업용 버전으로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네오플이 고른 Office 365 라이선스는 Plan 

E3 였다. 이는 기존 구글 앱스를 쓸 때 

환경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네오플의 경우 

이메일 외에 구글 독스와 구글 그룹스 등 

협업 도구를 사용자들이 잘 활용해 왔다. 

회의록과 같이 서식이 없는 메모 형태의 

문서는 대부분 구글 독스를 통해 공동 작성 

및 공유 되었다. 그리고 팀 단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경우 구글 그룹스를 

활용해서 신입 사원이 들어왔을 때 

그룹스에 초대해 해당 부서 업무 흐름과 

분위기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네오플은 사용자 취향을 감안했을 때 

이메일과 메신저 외에 웹 상에서 문서에 

접근해 공동 저작 및 공유가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그리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Office Web Apps 를 

지원하는 E2, E3 를 놓고 고민하다 이 기회에 

Office 버전을 전사 통일하자는 생각에 

Office Pro Plus 최신 버전 사용 권한까지 

주어지는 E3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이번 서비스 전환은 네오플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공용 클라우드에서 

공용 클라우드로의 전환이다 보니 기존 

서비스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몇 달 내에 준비를 모두 마쳐야 했기 

때문이다. 네오플이 잡은 시간은 두 달, 이 

기간 내에 이메일부터 공유 문서까지 모든 

것을 사용자 불편 없이 마이그레이션 하고 

구글 앱스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Office 365 를 쓴다는 것이 

목표였다. 서비스 전환에 따른 시행착오는 

없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그레이션 툴 

덕에 모든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마이그레이션 작업 후 이행 기간 동안 

네오플 IT 부서는 사용자들이 새로운 

서비스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두 

서비스를 동시에 쓸 수 있도록 했다. 

Outlook 을 쓰건 브라우저로 G 메일을 쓰건 

간에 상관 없이 이메일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포워딩 설정을 해둔 것이다. 

2~3 주 정도 이행 기간을 두고 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한 결과 어느 날 아침 

새로운 것을 쓰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하던 데로 일을 볼 수 있도록 사용자를 

배려할 수 있었다. 

 

한편 Office 365 도입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지만 간단하게 처리된 작업이 있다. 

바로 인사 데이터베이스와 Active 

Directory 를 연동하고 이 기반을 가지고 

Office 365 까지 동일한 계정 정보로 

서비스를 쓰도록 하는 작업이었다. 이를 

하는 데 걸린 시간은 2 일 남짓, 이를 통해 

네오플은 사용자에게는 단 한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업무를 볼 수 있는 

편리함을 그리고 관리자에게는 모든 사용자 

계정 정보 처리를 단일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간편함을 줄 수 있었다.  

 

Benefits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시작  

Office 365 는 네오플의 백 오피스 운영 

역사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임건우 팀장은 

“Active Directory, LDAP 등 복수의 인증 

기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Active Directory 로 타 시스템들의 인증 

정보까지 통합할 계획이다”라며 “이번에 

사내 Active Directory 와 Office 365 를 

연계한 결과 여러 부서가 개입하여 

입력하던 정보들을 인사 데이터베이스에서 

한번만 처리하면 자동으로 작업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네오플에서는 신규 입사시 인사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입력하면 이메일 

계정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퇴사시 이메일 

계정이 IT 관리자의 개입 없이 휴면 상태로 



 

 

전환된다. 예전 같으면 인사 데이터베이스 

따로 Active Directory 따로 구글 앱스 따로 

사용자 등록 및 삭제 작업을 해야 했던 것이 

이제는 한번의 입력으로 후속 작업이 척척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한편 네오플은 향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범위를 각종 문서 공유 부문까지 넓히는 

것도 고려 중이다. 현재 SharePoint 

Online 을 통해 각종 문서를 공유하고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협업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중장기 적으로 사내 SharePoint 

Server 를 두고 이를 Office 365 와 연결하는 

것도 생각 중이다.  

 

서비스 통제력 강화  

네오플 IT 부서는 Office 365 도입 후 

관리자가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음을 실감하고 있다. Active 

Directory 와의 연동을 통해 정책 기반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해 진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관리자가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늘었다. 임건우 팀장은 “구글 앱스는 

관리자를 위한 것들이 거의 없었다”라며 

“계정 추가, 삭제와 같이 기본적인 설정 외에 

관리자에 필요한 정보 확인이나 세세한 

설정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과금 역시 마찬 가지였다. 이메일 용량이 더 

필요한 사용자가 있을 경우 Office 365 는 

개인 별 과금이 가능해서 사서함을 키워줄 

수 있는데 구글 앱스는 사용자가 알아서 

사서함을 지워가며 쓸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발견  

일반적인 회사는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 

다양한 도구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네오플과 같은 게임 개발 회사는 

개발자, 디자이너 등 데스크톱 앞에서 

자신의 일에 몰입하는 전문 인력 비중이 

높아 전화보다는 이메일과 메신저를 주로 

활용한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문화에 Office 

365 는 딱 부합하는 그런 서비스였다. 

임건우 팀장은 “Office 365 를 처음 본 

느낌은 이메일과 메신저의 영역이 서로 

없어진 듯한 것이었다”라며 “단일화 된 

커뮤니케이션 도구란 점이 마음에 들었고, 

조직 구성원의 현재 상태 및 연락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주말이건 외부에서건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들어 

왔다”고 말했다.  

 

사용자 편익 증진   

Office 365 를 정식으로 쓰기 시작한 네오플 

IT 부서가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은 ‘사용자 

편익 증진’이었다. 네오플은 업무가 전문 

영역 별로 고도로 세분화 되어 있다. 이런 

조직 구조를 갖추었지만 종합 예술인 

게임의 특성상 부서 간 과제에 따라 다기능 

팀(cross-functional team)처럼 긴밀히 

협의할 일이 많다. 그러다 보니 회의가 잦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네오플 IT 부서는 Office 

365 와의 첫 번째 시스템 연계로 회의실 

예약 시스템을 택했다. 임건우 팀장은 “구글 

앱스를 쓸 때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참석 여부를 이메일로 물어 일정을 

조정하고 확정 일시를 회의실 예약 

시스템에 등록해야 했다”라며 “앞으로는 

Outlook 에서 회의 초대부터 참석 여부 확인 

그리고 회의실 예약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Microsoft Office 365 

Microsoft Office 365 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클라우드 생산성의 힘을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귀중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www.microsoft.com/businessproductivity/k

o/KR/products/office-365.aspx 

For More Information 
For more information about Microsoft 

products and services, call the Microsoft 

Sales Information Center at (800) 426-

9400. In Canada, call the Microsoft 

Canada Information Centre at (877) 568-

2495. Custom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who are deaf or hard-of-hearing 

can reach Microsoft text telephone 

(TTY/TDD) services at (800) 892-5234. 

Outside the 50 United States and 

Canada, please contact your local 

Microsoft subsidiary. To access 

information using the World Wide Web, 

go to: 

www.microsoft.com 

 

For more information about  products 

and services, call  or visit the website at:  

 

For more information about  products 

and services, call  or visit the website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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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microsoft.com/korea/ 

 

네오플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neople.co.kr 

This case study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MICROSOFT MAKES NO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IN THIS SUMMARY. 
 
Document published August 2012  
 

 
Software and Services 
 Microsoft Office 365 Plan E3 

 

http://www.microsoft.com/


   

Microsoft Office 365 

Customer Solution Case Study 
  

 
 

 

 
Exchange Online 으로  

이메일 보안 걱정 싹 가셔  
 

 

 

 
 

Overview 
Country or Region: 대한민국 

Industry: 엔터테인먼트 

 

Customer Profile 

액토즈소프트는 1996 년 창업한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개발 1 세대 기업이다. 천년, 

미르의 전설을 중국에 수출해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뒤를 이어 

라테일을 일본, 북미, 대만, 중국 등지에 

진출시키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Business Situation 

이메일 첨부 파일을 통한 보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사내에서 직접 운영하던 

이메일 서버의 보안 강화 방안이 과제로 

대두되었다.  

 

Solution 

보안 솔루션 도입과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전환을 고심한 끝에 Exchange 

Online 으로 기존 이메일 환경을 바꾸어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Benefits 

 이메일 악성 코드로부터 해방  

 1/10 가량 스팸 줄어 

 모바일의 자유 제공 

 사소한 이메일 기술 지원 스트레스 

사라져 

 

  
 “사내에서 직접 이메일 서버를 운영할 때와 달리 Exchange Online 은 악성 

코드가 삽입된 첨부 파일이나 악성 URL 을 서버 단에서 삭제한 후 사용자에게 

안전한 이메일을 전달하기 때문에 악성 코드 침투 걱정을 덜하게 되었다” 

액토즈소프트 시스템팀 송석명 팀장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업계의 역사이자 산 증인인 액토즈소프트가 자사의 

사내 서버를 통해 제공하던 이메일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전환하였다. 이번 

전환은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는 이메일 보안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으로 클라우드를 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콜센터보다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고객 문의가 들어오고 답변 또한 이메일을 

통해 나간다. 이처럼 고객과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이 빈번한 특성상 게임 

업계를 공략하는 데 있어 이메일은 해커들이 선호하는 침투 경로가 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추이를 감안해 전사적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액토즈소프트는 

이메일을 사용자가 열어 보기 전에 보안 점검을 해주는 솔루션 도입을 

검토했다. 동시에 클라우드 서비스도 함께 알아본 액토즈소프트는 비용, 운영, 

보안 등 여려 면에서 솔루션 도입보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여러 서비스를 비교한 끝에 안정적인 기술지원이 

보장되는 Exchange Online 을 선택하였다. 액토즈소프트는 사용자 환경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ERP, 고객 지원 툴과 Exchange Online 연계를 

진행하여 기존 사내 서버 운영 때와 다를 바 없는 이메일 환경을 완성해 가고 

있다.  

    

 

  

 
 

 



 

 

Situation 
전 세계 온라인 게임 시장을 이끄는 맏형인 

대한민국 게임 업계의 2012 년 화두는 

‘보안’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보안 

사고가 난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홍역을 

앓고 나면서 인터넷 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에게 보안은 최우선 과제로 그 

중요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1998 년 창업 이래 온라인 게임 개발 

1 세대로 시장을 주도해온 액토즈소프트 

역시 2012 년 IT 투자 계획을 세우면서 보안 

강화를 주요 목표로 정하였다. 

액토즈소프트의 보안 강화 계획은 IT 인프라 

전반적으로 실행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이중 

엔드포인트(End-point) 보안과 관련해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다. 바로 

해커들이 악성 코드를 심기 위한 우회로로 

많이 이용하는 이메일 보안에 대한 걱정을 

클라우드를 통해 덜어 내고자 했다는 

것이다.  

 

게임 기업에게 있어 이메일은 업무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고객 지원을 위한 주요 

채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액토즈소프트 

시스템팀 송석명 팀장은 “게임 회사는 그 

특성상 고객들로부터 이메일을 많이 

받는다”라며 “보통 고객들은 게임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스크린샷을 받아 첨부 

파일로 보내오는데, 이에 응답해야 하는 

게임 매니저들은 이들 첨부 파일을 안 열어 

볼 수 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처럼 첨부 파일이 포함된 고객의 

이메일을 열어 봐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특성상 

악성 코드 유입에 대한 우려를 IT 

관리자들은 항상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고객으로부터 오는 것 외에 채용 공지를 

내보낸 후 오는 이메일 역시 요주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송석명 팀장은 “인력 

채용 사이트에 공고를 올린 후 들어오는 

이메일 중 실행 파일이 첨부되는 것이 종종 

있었다”라며 “얼핏 보면 평범한 문서 

파일인데 이름이 너무 길다 싶어 자세히 

보면 실행 파일인 경우들이 더러 

있었다”라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의 이메일 서버가 그렇다고 

유해 파일이 담긴 이메일에 무방비 

상태였던 것은 아니었다. 이메일을 사용자가 

열어 보기 전에 보안 점검이 이루어 지도록 

악성 코드 유입을 이메일 서버 단에서 막는 

‘메일 어새씬’이란 보안 솔루션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언제나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한다.  

 

제로데이 공격(Zero-day attack) 시대가 

되면서 바이러스가 삽입된 이메일 첨부 

파일을 사용자들이 열어 볼 수 밖에 없도록 

지인으로 가장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사회 공학적 해킹 방법이 동원되는 등 IT 

관리자들이 혀를 찰 정도의 기막힌 

기법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다 보니 

무료 솔루션만 믿고 안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액토즈소프트는 최신 해킹 

기법 등장에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사내 

이메일 서버를 위한 전용 보안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게 된다.  

 

Solution 
액토즈소프트는 이메일 서버 보안 강화를 

위해 국내 유명 솔루션 도입하고자 견적을 

받아 보는 등 사전 준비를 하였다. 동시에 

사내에서 직접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 참에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여 관련 정보 수집에도 나섰다. 

직접 구축과 클라우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살피고자 한 것이다. 두 방안을 놓고 

고심하던 액토즈소프트는 비용, 운영, 보안 

등 여러 면에서 클라우드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Office 365 와 구글 앱스(Google Apps for 

Business)를 최종 후보로 압축하였다.  

 

송석명 팀장은 “자회사에서 구글 앱스를 

써오던 터라 관심 있게 알아 보던 중 

우연찮게 평소 거래하던 소프트웨어 유통 

업체로부터 Office 365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며 “기능적 특징부터 비용까지 

두루 보았는데 기본 사용료도 Office 365 가 

더 저렴했고, 기술지원 역시 추가 지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보안 역시 우위가 

갈렸다. 액토즈소프트에게 있어 구글 앱스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방화벽의 포트 차단을 

해제해야 하는 IP 대역폭이 크다는 점이 

설정상 부담으로 작용했다.  

 

액토즈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EA(Enterprise Agreement) 계약을 맺고 있던 

터라 Office 365 선택 시 사용료 할인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액토즈소프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비용이 아니라 기술지원에 

대한 신뢰감이었다. 구글 앱스도 국내에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당 기술지원에 대한 추가 비용이 

든다는 점 그리고 Office 365 와 같이 서비스 

주체가 직접 기술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파트너에게 일임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Office 365 가 더 

믿음직스러웠던 것이다.  

 

Office 365 로 마음을 정한 액토즈소프트는 

사내 이메일 서버를 Exchange Online 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작업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인 필라넷의 

참여 아래 진행되었다. 프로젝트 기간은 총 

2 주로 첫 번째 주에 마이그레이션이 

마무리되었고, 두 번째 주에는 계정 정리가 

이루어졌다. 이들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액토즈소프트 시스템팀은 새로운 이메일 

서비스 개통에 앞서 사용자들에게 개인 

사서함 백업에 대한 안내와 임시 

패스워드로 접속해 다시 비밀번호를 

설정하라는 공지를 하였다.  

 

2012 년 6 월 어느 월요일, 액토즈소프트 

직원들은 여느 때와 같이 출근을 하여 

데스크톱을 켠 후 Outlook 을 통해 이메일을 

확인했다. 그리고 평소처럼 이메일을 읽고 

답장을 하였다. 사내 서버가 아니라 

클라우드 상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사용자들이 느끼는 

차이는 없었다. 이메일 수발신에 있어 

서버의 응답 시간이 별반 다르지 않다 보니 

사용자들이 사내 서버와 클라우드 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평소 하던 데로 

이메일을 썼던 것이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Exchange Online 으로 

전환을 마치고 후속 작업을 계획 중이다. 

이들 작업은 별도의 개발이나 수정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설정 차원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송석명 팀장은 “현재 

ERP 를 개발 중인데 추후 결재 프로세스를 

Exchange Online 과 연계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며 “이외에도 사내에서 쓰는 고객 

지원 툴 역시 관계자가 답변을 달면 

Exchange Online 을 통해 고객들에게 해당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Office 

365 관련 설정 작업을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Benefits 
 

이메일 악성 코드로부터 해방  

액토즈소프트는 Exchange Online 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용자 장치를 대상으로 

한 엔드포인트(End-point) 보안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이상 

행위나 의심스러운 파일 또는 URL 이 

첨부되어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100% 

차단하는 것이 어려웠다. 사내 보안 체제가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이메일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제대로 

막아내는 것은 어떤 기업이건 큰 짐이다. 

이를 액토즈소프트는 Exchange Online 을 

통해 덜어냈다.  

 

송명석 팀장은 “이메일 첨부 파일은 

해커들이 선호하는 우회 침투 수단이 된지 

오래”라며 “첨부 파일을 사용자가 열어 악성 

코드가 사내에 침투하게 되면 중요 

시스템에 백도어가 만들어 지는 등 문제가 

생기게 된다. 사내에서 직접 이메일 서버를 

운영할 때와 달리 Exchange Online 은 악성 

코드가 삽입된 첨부 파일이나 악성 URL 을 

서버 단에서 삭제한 후 사용자에게 안전한 

이메일을 전달하기 때문에 악성 코드 침투 

걱정을 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1/10 가량 스팸 줄어  

액토즈소프트 시스템팀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보안성 강화 효과는 스팸 메일 수가 



 

 

눈에 확 띄게 줄어든 것이다. 실제로 스팸 

제거 효과를 액토즈소프트는 경험하고 있다. 

Outlook 을 열어 놓고 사용자들이 모두 똑 

같이 하는 일 중 하나가 불필요한 스팸성 

이메일을 삭제하는 것이다.  

 

스팸일 경우 그냥 지우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한 명의 사용자가 하루에 

10 분 가량을 쓴다면? 조직 전체적으로 이 

시간을 감안하면 스팸 때문에 버리는 

시간이 꽤 된다고 것을 알 수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Exchange Online 이 스팸 

처리 시간을 크게 줄여 주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석명 팀장은 

“예전에는 하루에 받는 정크 이메일이 

적개는 50 통에서 많게는 100 통까지 

되었다”라며 “Exchange Online 사용 후 하루 

받는 스팸성 이메일 수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말했다.  

 

모바일의 자유 제공  

Exchange Online 은 보안과 관련해 

사용자들에게도 새로운 자유를 선사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 시스템팀은 출장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웹 상에서 이메일 

사용을 허용하였다. Exchange Server 

2007 을 쓰고 있었지만 OWA(Outlook Web 

Access)는 보안 상의 이유로 몇몇 

사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이다. 

모바일 역시 스마트폰 등으로 접속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이 역시 보안 정책 

때문이었다. 그러던 것이 Exchange Online 

도입 후 모두에게 웹과 모바일의 문호가 

개방되었다.  

 

송석명 팀장은 “Exchange Online 을 쓰면서 

사용자들은 자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바뀐 것을 몰랐다”라며 “사내에 

서버가 있을 때나 외부에 있는 서버로 

서비스를 할 때나 체감 속도 차이가 없다 

보니 사용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눈치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서 “하지만 스마트폰에서도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고 사무실이 아니나 집에서도 

웹으로 접속해 이메일을 쓸 수 있게 된 것과 

같이 새로운 이점들은 바로 알아채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사소한 이메일 기술 지원 스트레스 사라져  

만약 보안 솔루션을 들여 왔다면 

액토즈소프트 시스템팀은 봐야 할 장비와 

서비스가 더 많아져 관리 업무가 더 늘었을 

것이다. 하지만 Exchange Online 을 도입한 

덕에 액토즈소프트 시스템팀의 이메일 관련 

관리 포인트는 제로가 되었다. 이뿐 아니다 

소소한 문의 역시 크게 줄고 있다. 기존에는 

이메일 서버 관리에 특별히 많은 시간을 

쓰진 않았지만 이메일이 안 나간다거나, 

상대 쪽에서 보냈는데 못 받았다거나 하는 

등의 소소한 헬프데스크성 문의가 많았고, 

이를 처리하는데 은근히 시간이 많이 

들었다고 한다. 이런 일들도 하나 둘 줄고 

있다. 특히 사서함 용량이 원인인 문제 

해결에 나설 일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송석명 팀장은 “기존에는 500MB 사서함 

용량 제한을 두었는데, 450GB 정도 차면 

사용자들에게 파일을 지우라는 안내를 

보냈다. 그런데 사용자들은 이런 안내를 

받아도 사서함 정리를 잘 안 한다”라며 

“그러다 보니 이메일이 안 된다고 해서 

가보면 사서함이 꽉 차 있어 파일 정리를 

도와주곤 했는데 Exchange Online 은 기본 

25GB 용량이 제공되어 사서함 관련 지원에 

신경 쓸 일이 줄었다”고 말했다.  

 

Microsoft Office 365 
Microsoft Office 365 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클라우드 생산성의 힘을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귀중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www.microsoft.com/businessproductivity/k

o/KR/products/office-365.aspx 

 

For More Information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microsoft.com/korea/ 

 

액토즈소프트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acto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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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해외 사무소 간 업무 통합의 기초  

Office 365 로 닦아 
 

 

 

 
 

Overview 
Country or Region: 대한민국 

Industry: 정보통신 

 

Customer Profile 

넥스트리밍은 퀄컴, 모토로라, 삼성전자, 

NEC, LG 전자 등 세계적 기업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다. 대한민국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유럽, 중국, 

대만에 현지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Business Situation 

이메일, 메신저, 파일 공유,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등 주요 LOB 솔루션들의 

업그레이드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Solution 

서울 본사와 미국, 유럽, 중국, 대만 등 

해외 사무소 사용자 모두가 표준화된 

환경 아래 능률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Office 365 를 도입하였다.  

 

Benefits 

 단절되었던 업무 도구들을 매끄럽게 

연결  

 업무 통합에 도움 

 달라진 업무 일상  

 다국적 조직원들의 입맛에도 딱 맞아  

 24 시간 365 일 중단 없는 서비스에 

대한 믿음 

 

  
“넥스트리밍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이다 보니 사내에 Windows 외에 맥 OS, 

리눅스 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쓰는 이들이 많다. Office 365 는 웹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다양한 데스크톱 환경을 가진 넥스트리밍과 같은 개발 

회사에서 업무 환경 통합 및 표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넥스트리밍 전산총무팀 김구환 과장 

   넥스트리밍은 세계적인 ICT 기업들에게 모바일 멀티미디어 솔루션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다. 2002 년 창업 이후 모바일 멀티미디어 

부분에 정진해왔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TV 

붐을 타고 지속 성장을 이어가는가 하면 2011 년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등 황금기를 구가 중이다. 상장 기업으로 성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넥스트리밍은 2011 년 본사와 해외 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해온 이메일, 메신저, 

파일 공유,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등 LOB(Line of Business)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정비를 준비하게 된다. 각각의 도구들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도입하다 보니 업무 인프라 차원에서 통합 및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느끼던 차에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점을 맞아 대대적인 정비를 

준비하게 된 것이다. 넥스트리밍은 자사의 조직 구조와 비즈니스 분야를 

고려했을 때 직접 구축보다 클라우드가 유리하다 판단하고 Office 365 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본사와 해외 사무소 조직원 모두를 위해 표준화된 통합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24 시간 365 일 안정적인 서비스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Situation 
모바일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넥스트리밍의 매주 월요일 아침은 전 세계 

지사장들과 본사 임원들 간 정기 회의가 

열리느라 분주하다. 본사 임원들과 

지사장들은 온라인 세상에서 마치 실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 하듯이 화상을 

통해 서로 눈빛을 마주치며 회의를 한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의가 열리던 5 월 

어느 한 월요일, 회의실 밖으로 때 아닌 갈채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해외 지사장들이 

앞으로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IT 업무 지원 관련해 넥스트리밍 전산총무팀 

관계자의 세션이 열렸는데, 이 때 Office 

365 에 대한 해외 지사장들의 찬사가 쏟아진 

것이다.  

 

넥스트리밍이 Office 365 도입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은 2011 년 중반부터였다. 당시에 

국내에 공식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이다 

보니 넥스트리밍은 우선 미국 사무소에 

근무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Office 

365 계정을 다섯 개 신청해 우선 사용해 

보았다. 넥스트리밍이 국내 출시 전에 사전 

평가를 한 이유는 이메일, 메신저, 파일 공유 

등 업무 지원 환경 전반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넥스트리밍은 이메일은 직접 서버를 구성해 

본사와 해외 지사 사용자들 대상으로 

서비스해왔다. 그리고 영업 등 출장이 잦은 

이들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구글 

앱스(Google Apps for Business)도 썼다. 

메신저의 경우는 스카이프(Skype)를 개인 간 

화상 통신과 사내 표준 메신저로 

사용해왔다.  

 

문서 공유는 이메일 서버로 쓰던 Exchange 

Server 가 제공하는 공용 폴더 생성 기능을 

활용했다. 그리고 영업 부서에서 일부 

문서를 구글 앱스 상에 올려 공유하였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위해 다양한 

도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과 편의성을 한번에 끌어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  

 

넥스트리밍 역시 유사한 문제에 봉착했다.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이런 저런 도구를 

들어오다 보니 운영과 관리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조직 규모의 성장에 

따라 일관된 업무 생산성과 편의성 제공을 

위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즉, 이메일, 메신저, 파일 

공유 등이 따로 놀다 보니 소통과 

협업이라는 이 시대를 상징하는 업무 

혁신을 시도하는 데 제약이 많았던 것이다.  

 

이런 고민을 안고 있던 넥스트리밍은 때 

마침 이메일 서버 교체 주기가 다가온 김에 

업무 인프라 전반을 차세대 환경으로 

바꾸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때마침 

Office 365 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국내 서비스 정식 출시 전부터 꼼꼼히 이런 

저런 사항들을 알아보게 되었다.  

 

Solution 
서울 본사부터 미국, 유럽, 중국, 대만 등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업무 환경 혁신에 나선 넥스트리밍이 

선택한 Office 365 는 바로 ‘Plan E3’였다. 

이를 고른 이유는 이메일, 메신저, 협업 등 

업무 지원 전 부분에 대한 통일된 기반 제공 

외에 이메일에 대한 넥스트리밍 만의 요구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넥스트리밍은 정책적으로 업무상 오가는 

이메일에 대해 영구 보관을 해왔다. 이를 

위해 직접 메일 서버를 운영할 때는 

이메일을 위한 별도의 백업용 스토리지를 

따로 두었다. 이런 이메일 데이터 보관 

정책을 Office 365 의 Plan E3 는 충실히 

만족시켰다.  

 

이와 관련해 넥스트리밍 전산총무팀 김구환 

과장은 “Office 365 는 사서함에 대한 소송 

보존 수행을 지원한다”라며 “이 기능을 

활성화 시키면 사용자가 자신의 사서함에서 

이메일을 삭제하더라도 해당 항목은 

Microsoft 의 데이터센터 내 서버에 보관 

된다”라고 말했다. 넥스트리밍은 소송 보존 

수행 기능을 활용하는 가운데 퇴사자가 

생길 경우 해당 사용자의 이메일 메시지, 

일정 항목, 작업 및 기타 사서함 항목을 PST 



 

 

파일로 내려 받아 사내 서버에 별도로 

보관하는 백업 정책 하에 영구 보관을 

수행하고 있다.  

 

Office 365 도입을 하기에 앞서 

넥스트리밍은 자사의 Active Directory 

인프라와 클라우드 서비스 간 사용자 인증 

통합 작업을 하였다. 이를 위한 선행 과제로 

넥스트리밍은 기존에 Windows Server 2003 

상에 구현했던 ADFS(Active Directory 

Federation Service)를 Windows Server 2008 

R2 환경으로 이전하였다. 사용자 인증 

기반을 연결하는 가운데 넥스트리밍은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ADFS 의 구성 요소인 

FS-P(Federation Service Proxy)를 사용해 

인터넷으로 사내 인증 체계에 바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  

 

Office 365 를 위한 기반 조성을 마친 

넥스트리밍은 다음으로 사내 표준 메신저로 

쓰이던 스카이프 대신 Lync Online 을 

쓰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 동시에 

SharePoint Online 상에 OU(조직 구성 

단위)를 만들어 두었다. 부서 별로 팀 

사이트를 만들어 자료 공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메일, 메신저, 파일 공유 

등 업무 환경 전반에 대한 채비를 하는 

가운데 Office 버전 역시 Plan E3 에서 

제공되는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 으로 

표준화 되었다. 본사, 해외 사무소 할 것 

없이 소통과 협업 그리고 문서 작성 등을 

하는 업무 환경에 새로운 기준을 부여한 

넥스트리밍은 2011 년 11 월부터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환경을 

가동했다.  

 

Benefits 
 

단절되었던 업무 도구들을 매끄럽게 연결  

Office 365 는 넥스트리밍의 업무 환경을 

단일화된 플랫폼 상에서 표준화 시켜 

주었다. 이메일, 메신저, 화상 통신, 파일 

공유 등이 각기 다른 툴에서 이루어지던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 이와 관련해 

김구환 과장은 “소통과 협업 관련 사내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를 

선택한 것은 해외 사무소에서의 접속 용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접속, 글로벌 

서비스 지원 차원의 안정성 제공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며 “Office 365 를 

구심점으로 여러 업무용 도구들이 

안정적으로 연결되었고, 사용자의 업무 

환경은 특정 데스크톱이나 기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넥스트리밍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이다 보니 사내에 Windows 외에 맥 OS, 

리눅스 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쓰는 이들이 

많다”라며 “Office 365 는 웹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다양한 데스크톱 환경을 가진 

넥스트리밍과 같은 개발 회사에서 업무 

환경 통합 및 표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글로벌 조직의 업무 통합에 도움 

Office 365 는 향후 넥스트리밍 조직원들의 

일상적인 업무 환경에만 변화를 끼친 것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비즈니스 통합의 

길까지 열어 주고 있다. 넥스트리밍은 향후 

전자결재와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등 

LOB(Line of Business) 솔루션까지 

가능하다면 Office 365 와 연계해 쓰는 것을 

고려 중이다.  

 

김구환 과장은 “그룹웨어의 경우 SQL Server 

2000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라 고도화를 할 

때가 되었고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역시 

Project Server 2003 이라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며 “Office 365 와 연계할 수 

있는 전자결재 엔진에 대한 소개를 

받았는데 기존 데이터 이관 등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Project Professional 2010 을 사용할 

경우 Office 365 의 SharePoint Online 에 

작업 상태 동기화가 가능해 프로젝트 

관리와 공동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  

 

달라진 업무 일상  



 

 

Office 365 를 쓰면서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회의실에서 감지되었다. 예전에는 각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주간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 만드는 것이 큰 일이었다고 

한다. 회의 준비할 때마다 자료 취합해야 

하고 이를 다시 정리해 복사하는 등 손이 

많이 갔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자료 

만드느라 시간 허비를 하지 않는다.  

 

김구환 과장은 “회의 자료 만드는 것만 봐도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음이 

느껴진다”라며 “부서 별로 회의 자료 받아서 

이를 정리해 복사해 배포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Office 365 사용 후부터는 팀 사이트 

내에 문서를 올려 놓고 각 부서 별로 공동 

문서 작업 하듯이 각자 내용을 넣어 두면 

된다. IT 마인드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용자 마인드로 접근하는 업무 

혁신 방식이라 그런지 사용자들이 회의록 

공동 작업을 어색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상 통화 역시 기존에 스카이프 쓸 때와 

달리 소통하는 방식을 크게 바꾸어 놀 

전망이다. 넥스트리밍은 2012 년 8 월까지 

Lync Online 을 사내 표준 메신저로 

정착시키는 가운데 화상 회의 역시 옮겨갈 

계획이다. 김구환 과장은 “스카이프는 

서비스 품질은 매우 좋지만 메신저에 다른 

이를 초대할 때 일일이 초청을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모바일 상에서 영상 통화 제약이 

있는 것 등이 불편했다”라며 “수천 만원에 

달하는 컨퍼런싱 전용 장비 못지 않게 

스카이프를 업무에 잘 써왔지만 ADFS 

그리고 Office 와의 연계성 면에서 

업무용으로 더 적합한 Lync Online 사용을 

권장하여 조직 내 사용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국적 조직원들의 입맛에도 딱 맞아  

넥스트리밍이 꼽는 Office 365 의 좋은 

점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다국어 

지원이다. 김구환 과장은 “넥스트리밍은 

조직 구성원을 보면 글로벌 기업이다. 서울 

본사만 해도 캐나다, 중국, 러시아에서 온 

이들이 근무하고 있다. 해외 사무소 역시 

국내에서 파견간 이도 있지만 현지인도 

있다”라며 “기존에는 이들에게 영어를 표준 

언어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Office 

365 를 쓰면서부터는 각자 모국어로 업무 

환경을 세팅해 쓰고 있다”고 말했다.  

 

24 시간 365 일 중단 없는 서비스에 대한 

믿음  

넥스트리밍은 내부적으로 직접 시스템을 

운영할 때보다 서비스 안정성 면에서 

신뢰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김구환 과장은 “2011 년 정전 대란을 

겪으면서 데이터센터 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라며 “우리 서버도 

천재지변 앞에서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는 생각에 전 세계 곳곳의 

데이터센터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Office 365 를 선택하게 

되었고, 실제로 써보니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 졌다”고 말했다.  

 

 

Microsoft Office 365 
Microsoft Office 365 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클라우드 생산성의 힘을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귀중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www.microsoft.com/businessproductivity/k

o/KR/products/office-365.aspx 

 

For More Information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microsoft.com/korea/ 

 

넥스트리밍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nexstreaming.com:  

 

This case study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MICROSOFT MAKES NO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IN THIS SUMMARY. 
 
Document published June 2012  
 

 
Software and Services 
 Microsoft Office 365 Plan E3 

 



   

Microsoft Office 365 

Customer Solution Case Study 
  

 
 

 

 
전세계 고객과 주문 접수부터 납품 보고까지 

긴밀한 소통 채널 Office 365 로 마련 
 

 

 

 
 

Overview 
Country or Region: 대한민국 

Industry: 패션 

 

Customer Profile 

푸른텍스타일은 섬유와 패션 무역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나이키, 리복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 본사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현지 생산 시설을 그리고 

대만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Business Situation 

ASP 방식의 이메일을 이용하는 가운데 

잦은 장애 발생 그리고 미국, 홍콩 등 주요 

비즈니스 거점에서 서비스 접속이 안 

되는 문제 등의 이유로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Solution 

Office 365 를 통해 본사 사용자와 해외 

주재원 모두에게 고른 품질의 이메일, 

메신저, 파일 공유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되었다.  

 

Benefits 

 넉넉한 사서함 용량 만족스러워 

 일정, 파일 등 공유의 편의성 만끽 

 IT 부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  

 

  
“Exchange Online 은 일정 공유 등 여러 면에서 기존 서비스와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업무 스타일을 사용자들이 

찾아 가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푸른텍스타일 김성찬 차장  

 

  푸른텍스타일은 섬유와 패션 무역을 하는 업체로 2004 년 6 명으로 시작해 

2012 년 현재 190 여 명이 근무하는 어엿한 중소기업이 되었다. 매출도 창업 첫 

해 300 만 달러이던 것이 2010 년에는 무역의 날 1 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할 

정도로 커졌다. 비즈니스 거점도 서울 본사를 출발점 삼아 2006 년 

인도네시아, 2007 년 베트남 등으로 넓어져 갔다. 수명에 불과하던 조직이 

수십, 수백 단위로 커지면서 푸른텍스타일은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성장통을 

겪게 된다. 섬유와 패션 무역업은 주요 고객군인 다국적 패션 의류 기업들과 

빈번하게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생산 주문부터 납품 등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촌각을 다투는 일이 많은데, 이와 관련한 의사소통이 주로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중요한 수단인 이메일을 쓰는 데 있어 

푸른텍스타일은 남모를 속앓이를 해왔다. 푸른텍스타일은 국내 ASP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메일을 이용했는데 잦은 장애 그리고 해외 국가와 지역 

별로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등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보장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안을 물색하던 푸른텍스타일은 Office 365 를 도입하게 

되었다. Office 365 는 본사 조직원들은 물론 해외 현지 주재원 모두가 이메일 

사서함 용량과 속도에 만족감을 보였고, 푸른텍스타일 IT 부서는 이메일에서 

한발 더 나아가 파일 공유와 문서 공동 작업까지 Office 365 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ituation 
섬유와 패션 무역 기업인 푸른텍스타일은 

이메일을 통해 바이어로부터 생산 주문을 

받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에 

생산 지시를 내린다. 주문부터 납품까지 

이메일은 고객과 푸른텍스타일을 이어주는 

끈, 이처럼 중요한 소통 수단에 문제가 

생긴다면? 생산부터 납품까지 모든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실제로 푸른텍스타일 IT 부서는 국내 모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했음에도 

장애에 대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고 

한다. 전문 서비스 업체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긴 것이었음에도 장애 걱정을 했던 

이유는 푸른텍스타일의 커뮤니케이션 

범위가 글로벌 했던 데에서 그 배경을 찾아 

볼 수 있다.  

 

푸른텍스타일의 주요 고객들은 나이키, 리복 

같은 구미와 유럽 지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이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로부터 받은 

주문을 생산하는 시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다. 고객, 본사 그리고 생산 거점 간 

커뮤니케이션이 글로벌 하게 일어나다 보니 

국내에 서버를 둔 이메일 서비스로는 어느 

지역에서 접근을 하건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푸른텍스타일 IT 

책임자인 김성찬 차장은 “ASP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메일 서비스를 4 년 가량 

썼다”라며 “이를 쓰면서 잦은 장애 발생도 

불만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미국이나 홍콩 

등지에서 서비스 접속을 할 때 현지 허용 

포트 이슈 등으로 연결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 업무에 차질을 빗기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기치 못한 장애 발생을 푸른텍스타일이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은 서비스 제공 

업체의 대응 방식 때문이었다. 김성찬 

차장은 “이메일 서비스 업체의 스팸 서버에 

랙이 걸려 짧게는 몇 십 분에서 길게는 반 

나절까지 이메일을 못 쓰기도 했는데 고객 

센터로 문의하면 대부분의 경우 장애가 

일어났는지 조차 모르더라”라며 “이메일을 

통해 주문을 받고 생산 지시를 내리는 것이 

기본 업무 절차이기 때문에 이메일을 쓸 수 

없게 되면 골치 아픈 상황이 된다. 가령 납품 

기한이 넉넉하지 않은 주문일 경우 이메일 

장애로 접수가 늦어져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배로 선적해도 될 것을 항공 화물로 

부쳐야 된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일정을 

맞추기 위해 봐야 하는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닌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용자들의 불평불만 역시 IT 부서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특히 해외 주재원들의 

불평이 켰다. 푸른텍스타일은 이메일 관련해 

이원화 정책을 폈다. 본사 그리고 해외 

사무소에 파견된 주재원에 한해 

greentextile.co.kr 도메인 계정을 발급해 

주었다. 그리고 현지 인력에게 제공되는 

이메일 서비스는 서버를 해당 지역에 직접 

구축하고 관리자를 붙여 운영하였다. 본사 

IT 부서에 볼멘 소리를 한 이들은 현지 

주재원들이었다. 동남아시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인터넷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국내 데이터센터 내 있는 이메일 업체의 

서버에 접속할 때 느껴지는 느린 속도는 

언제나 불만이었던 것이다. 속도 불만 없는 

본사 사용자라 해서 요구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메일 사서함 용량이 200MB 에 

불과하다 보니 사서함 크기가 작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사용자뿐 아니라 푸른텍스타일 IT 부서 역시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외부 전문 

기업에 서비스를 맡겼지만 지원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던 것인데, 대표적인 예가 

출장자 지원이었다고 한다. 김성찬 차장은 

“해외 출장을 가는 이가 있으면 PST 파일을 

백업 받아 이를 다시 사용자 노트북에 

올리고, 출장을 마치고 오면 노트북에서 PST 

파일을 백업 받아 다시 데스크톱으로 

옮겨주었다”라며 “IMAP 이 아니라 POP3 로 

이메일을 끌어 오다 보니 이런 번잡한 

작업을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ASP 이메일 서비스에 불만이 컸지만 직접 

구축 외에는 딱히 마땅한 방안이 없어 

고민하던 차에 푸른텍스타일 IT 부서는 귀가 

솔깃한 소식을 하나 접하게 된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Office 365 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 중이란 것을 알게 된 것이다.  

 

Solution 
푸른텍스타일은 Office 365 가 국내 

출시되기 전인 2010 년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대체하기에 더 나은 선택이 없다 보니 

관심을 갖고 기다리게 된 것이다. 물론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구글 

앱스(Google Apps for Business) 역시 

기존에 쓰던 서비스 대체용으로 모자람이 

없었지만 푸른넥스타일의 눈에 찰 정도는 

아니었다. 그 이유와 관련해 김성찬 차장은 

“구글 앱스는 애초부터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며 “그룹웨어, ERP 등 주요 

시스템이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에 

기반하기 때문에 업무 연계 차원에서 Office 

365 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Office 365 출시를 기다리던 푸른텍스타일은 

정식 서비스 런칭이 되자마자 바로 계약을 

맺었다. 푸른텍스타일은 Office 365 의 주요 

서비스 구성 요소 중 시급히 써야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도입 우선 순위를 정했다. 

푸른텍스타일은 먼저 Exchange Online 과 

Lync Online 사용을 결정했다. 그리고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기존 파일 공유 방식을 

바꾸기 위해 SharePoint Online 을 4 개 

계정만 우선 신청해 IT 부서에서 테스트 

해보기로 했다.  

 

본격적인 서비스 사용에 앞서 

푸른텍스타일은 사용자들에게 기존 이메일 

백업에 대한 공지를 하였다. 국내 및 해외 

사무소 사용자들은 공지를 보고 기존 

사서함을 PST 파일을 받아 각자 자신의 

이메일을 백업했다. 기존 사서함 이관을 

함에 있어 사용자들의 혼선은 없었다고 

한다. Outlook 을 클라이언트 툴로 쓰다 

보니 이메일을 백업 받는 것은 간단한 

절차만 알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Lync Online 의 경우는 우선 사내 

메신저로 쓰기로 했다. 푸른텍스타일의 경우 

2009 년경 본사와 해외 사무소 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잘 사용해오고 있던 터라 

Lync Online 의 웹 컨퍼런싱 기능을 당장 

쓰기 보다 우선 메신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푸른텍스타일은 본사 조직이 두 개 

건물에 흩어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건물과 

층 별로 사용자들을 그룹화 하여 Lync 

Online 상에 올릴 조직도를 만들었고, 이들 

조직도 정보를 기초로 전사 표준 메신저 

환경을 조성하였다.  

 

Lync Online 의 다양한 부가 기능의 활용 

계획과 관련해 김성찬 차장은 

“푸른텍스타일은 음성 통화도 몇 년 전부터 

인터넷 전화로 바꾸었고, 회의도 화상을 

통해 하는 것이 정착된 조직”이라며 

“커뮤니케이션 관련해 상당 부분이 IP 

기반으로 통일되어 있는 기술적 문화적 

토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Lync 

Online 의 다양한 부가 기능을 통해 모든 

소통 수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4 개의 계정만 신청한 SharePoint Online 

역시 향후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는 

서비스다. 김성찬 차장은 “기존에 

NAS(Network Attached Storage) 장비를 

가지고 파일 공유를 했었는데 보안 상 이슈 

그리고 사용자 실수로 인한 파일 삭제 등 

어려 문제들을 SharePoint Online 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IT 부서에서 우선 검토 

중”이라며 “모든 테스트가 끝나면 파일 공유 

필요 부서를 대상으로 계정을 발급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Benefits 
 

넉넉한 사서함 용량 만족스러워  

Exchange Online 으로 서비스가 바뀐 후 

사용자들의 반응이 가장 먼저 온 부분은 

사서함 용량이 커진 것에 대한 것이다. 기존 

200MB 이던 것이 25GB 로 늘었으니 수치 

상으로만 봐도 10 배 이상 커진 것이다. 이외 

첨부 파일 역시 최대 25MB 까지 가능해 

어지간한 사이즈의 문서나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 역시 가능해졌다.  

 



 

 

사서함 용량 증가에 사용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인 이유에 대한 김성찬 차장은 

“이메일 사서함 관리는 개개인에게 맡기고 

있는데 사용자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대략 

1~2 년치 정도 이메일을 받은 편지함에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며 “많게는 

40GB 까지 가지고 있는 사용자도 봤는데 

주문을 받고 납품하기까지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혹시라도 

클레임이 제기될 때 증거 자료 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메일 보관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사서함이 작다 보니 사용자들이 

수시로 백업을 받아야 했는데, 지금은 가끔 

받아도 될 정도로 용량이 커졌다”고 말했다.  

 

일정, 파일 등 공유의 편의성 만끽  

Office 365 는 푸른텍스타일 조직원들에게 

있어 개인의 업무 스타일을 찾아가는 

일종의 실험실과도 같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새로운 기술과 도구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있다. 푸른텍스타일 

마찬가지, 일정이나 자료 공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김성찬 차장은 “예전에 한 임원이 자신의 

일정을 비서와 공유하기 원했는데 기존 

이메일은 이를 지원하지 않아 구글 앱스를 

통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했던 적이 

있다”라며 “Exchange Online 은 일정 공유 

등 여러 면에서 기존 서비스와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업무 

스타일을 사용자들이 찾아 가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일 공유 역시 NAS 를 쓸 때보다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김성찬 

차장은 “고객은 PDF 형식으로 주문서를 

보내오는데, 이 문서가 접수되면 주요 

내용을 Excel 파일로 옮겨 편집을 한다”라며 

“주문 처리이다 보니 여려 명이 편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NAS 는 파일 공유는 

가능하지만 버전 관리가 안되고 사용자 

실수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할 위험이 

있었다. 현재 SharePoint Online 을 테스트 

중인데 Office 2010 로 공동 문서 작업을 할 

때 문서 공유와 변경 추적 등이 용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IT 부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  

해외 주재원이나 영업 부서 사용자들 못지 

않게 Office 365 를 반기는 것이 IT 분서 

엔지니어들이다. 푸른텍스타일의 IT 

부서에는 총 4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ERP, 그룹웨어와 

같은 기간계 시스템 운영 그리고 신규 업무 

관련 시스템 구축이다. Office 365 는 

푸른텍스타일 IT 부서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성찬 차장은 “Office 365 도입으로 

커뮤니케이션뿐 아니라 협업 부문까지 기술 

지원 부담을 덜어 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현재 주요 기간계 업무를 웹 

상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사용자 업무 지원 

짐을 덜게 되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Microsoft Office 365 

Microsoft Office 365 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클라우드 생산성의 힘을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귀중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www.microsoft.com/businessproductivity/k

o/KR/products/office-365.aspx 

 

For More Information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microsoft.com/korea/ 

 

푸른텍스타일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greentexti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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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해외 사무소 그리고 가족사 간  

긴밀한 소통의 끈 연결  
 

 

 

 
 

Overview 
Country or Region: 대한민국 

Industry: 엔터테인먼트 

Customer Profile 

넥슨유럽은 아시아, 북미, 유럽, 남미 등 

세계 104 개국에 13 억 명이 넘는 게임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넥슨을 모회사로 

하고 있는 가족사이다. 넥슨유럽은 

2007 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해, 2010 년 

말 룩셈부르크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의 계기를 마련한다. 

 

Business Situation 

넥슨을 중심으로 한 지주 회사 체제로의 

전환 속에서 넥슨의 상장 및 법인 이전과 

함께 넥슨유럽은 해외 법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는 시기를 

맞이하였다.  

 

Solution 

독립 법인화 되면서 이메일을 넥슨유럽 

도메인 기반으로 바꾸고 서비스 역시 

호스팅 업체를 통해 받아왔는데, 조직이 

커지면서 사서함 용량, 속도, 신뢰성 

문제가 불거졌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Office 365 를 도입하였다.  

 

Benefits 

 두배로 커진 사서함 용량 

 만족스러운 속도감  

 IT 관리자의 업무 편의 향상  

 커뮤니케이션 연계 및 통합의 용이성 

확보  

 

  “넥슨유럽의 IT 지원은 현재 서울 사무소에 있는 시스템 인프라팀에서 

맡고 있다. 서울에 있는 인력들이 넥슨유럽 본사 직원들의 데스크톱 

관리 및 이메일 계정 발급 등의 지원을 함에 있어 Office 365 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갖는 장점은 상당히 크다” 

넥슨유럽 시스템 인프라팀 강동훈 과장 

   넥슨은 2011 년 도쿄증권거래소 1 부 시장에 상장하면서 글로벌 지주 회사 

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상장을 준비하는 가운데 넥슨은 2007 년 설립했던 

유럽 법인의 확장 이전도 같이 추진하였다. 법인 확장 이전은 업무 관점에서 

보면 큰 변화를 가져오는 작업이었다. 사용자들의 데스크톱 및 비즈니스 

생산성 인프라 모두를 독립 체산제에 맞게 신규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넥슨유럽 시스템 인프라팀은 Active Directory 로 데스크톱 관리 기반을 다지는 

가운데 이메일 호스팅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렇게 

조성한 업무 환경은 얼마지 않아 문제를 드러냈다. 이메일 서비스의 개인 

사서함 용량, 서비스 속도, 송수신에 대한 신뢰성 등이 사용자의 눈높이를 못 

맞추었던 것이다. 이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던 넥슨유럽 시스템 인프라팀은 

Office 365 의 Exchange Online 의 무료 평가판을 접하게 되었다. 유럽 본사와 

서울 사무소 그리고 넥슨코리아와의 커뮤니케이션까지 모두 고려해야 했던 

넥슨유럽 시스템 인프라 팀에게 있어 Exchange Online 은 용량, 속도, 서비스 

확장 및 연계 등 모든 면에서 이상적이었다. 이에 넥슨유럽 시스템 인프라팀은 

기존 서비스를 Exchange Online 으로 바로 전환하였고, 이를 통해 사용자 

만족도는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Situation 
넥슨은 온라인 게임 강국인 대한민국 게임 

업계에서 해외 시장 발굴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2002 년 일본, 2005 년 

미국 진출에 이어 2007 년 유럽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서 온라인 게임 종주국의 

맏형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넥슨은 해외 

시장 개척과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의 구조 

정비 역시 차근히 해왔다.  

 

그 출발점은 2005 년 넥슨재팬을 축으로 

국내외 법인을 자회사로 두는 지주 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부터다. 이후 2009 년 

넥슨재팬의 사명이 넥슨으로 변경되었고, 

넥슨은 2011 년 도쿄증권거래소 1 부 

시장에 상장되었다. 해외 증시 상장을 

준비하는 가운데 넥슨은 유럽 법인의 확장 

이전도 추진하였다. 글로벌 지주 회사 

체제의 본격 가동을 상장과 때를 같이해 

실행해 옮긴 것이다.  

 

넥슨유럽이 현지 시장에서 더욱 적극적 

행보를 시작하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겪은 

부문이 있다. 이메일을 보내고, 자료를 

교환하는 등의 일상적인 업무 환경을 

지원하는데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사용자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모든 

업무가 IT 의 지원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넥슨유럽의 IT 전담 부서인 

시스템 인프라팀의 손발은 쉴틈 없이 

움직여야 했던 것이다.  

 

넥슨유럽 시스템 인프라팀의 주요 업무는 

독일에 위치한 IDC 시설의 서버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게임 서비스를 위한 현지 인프라 

관리를 주로 하던 시스템 인프라팀에게 

독립 법인으로의 확장 이전은 곧 데스크톱 

및 비즈니스 생산성 부문까지 맡아야 

한다는 소리와도 같았다. 이에 넥슨유럽 

시스템 인프라팀은 기존에 넥슨 본사에서 

지원하던 데스크톱 및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따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매우 

순조로웠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중요한 

이슈가 불거진다.  

 

이와 관련해 넥슨유럽 시스템 인프라팀 

강동훈 과장은 “독립 법인으로 확장 이전이 

결정된 후 Active Directory 와 

WSUS(Windows Server Update Service) 등 

데스크톱 관리 기반을 다졌고 호스팅 

서비스를 통해 넥슨유럽 도메인(nexon.lu) 

기반의 이메일을 제공하였다”라며 

“처음에는 사용자가 그리 많지 않아 업무 

환경 전환에 대한 불편이 없었는데, 독립 

체산제의 틀이 갖추어지면서 사용자가 

급격히 늘자 이메일 관련 불평이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사용자들이 볼멘 소리를 해온 것은 이메일 

사서함 용량이 너무 작다는 것 그리고 

이메일이 바로 가지 않고 지연 전달되는 것 

등 이유가 다양했다. 사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만 막상 이를 개선하는 것은 

넥슨유럽 시스템 인프라팀 입장에서 딱히 

손을 쓸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이유는 나름 

심사숙고한 끝에 최선의 선택을 한 이메일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Solution 
넥슨유럽 시스템 인프라팀은 비용 절감을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이메일 호스팅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하였고, 

최종적으로 미국 유명 업체의 서비스 

이용을 결정했다.  

 

해외 서비스 업체를 고른 것과 관련해 

강동훈 과장은 “넥슨유럽 본사가 위치한 

룩셈부르크 사용자와 서울 사무소 이용자 

모두를 지원해야 하다 보니 국내 이메일 

호스팅 서비스는 적합하지 않았다”라며 

“국내 업체 서비스는 유럽쪽 서비스 

업체들의 메일링 화이트리스트(White list)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서울에서 

이메일을 보냈을 때 유럽에서 수신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는 미국 

유명 업체를 택하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경써 고른 이메일 서비스였지만 

IMAP 서비스란 한계는 어쩔 수 없었다. 

계정당 10GB 의 용량이 주어졌지만 

IMAP 의 특성상 Outlook 을 통해 



 

 

사용자들이 자신의 이메일을 백업 받지 

못하다 보니 용량이 차면 보관하던 

이메일을 지워야 하는 수고를 들여야 했다. 

여기에 더해 신뢰성 역시 문제였다. 

조직원이 늘면서 이메일 사용 빈도가 높은 

이들로부터 제 때 이메일이 가지 않는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동훈 과장은 “조직원들이 늘고 업무 

다양성이 커지면서 이메일 관련 이슈들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라며 “이메일로 유럽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자주하는 이들의 

경우 본사에서 급히 요청해 이메일을 보낼 

때 간혹 바로 가지 않아 담당자로부터 

보냈냐는 전화가 오곤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5~10 분 

정도의 지연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서비스 신뢰성에 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문이다”라고 말했다.  

 

용량과 신뢰성 등의 이유로 넥슨유럽 

시스템 인프라팀은 새로운 대안 마련에 

고심하게 된다.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봐야 하나 하던 차에 강동훈 과장의 

눈에 들어온 것은 Office 365 의 Exchange 

Online 서비스였다. 당시 국내에서는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소개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강동훈 과장은 우선 

평가판이라도 이용해 보자는 생각에 

2011 년 6 월 내부적인 검토를 시작했다. 

마이크소프트 본사의 Office 365 사이트에 

개인 사용자로 등록한 후 평가판을 

이용해본 강동훈 과장은 바로 이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용량, 신뢰성 그리고 

협업 등 다른 서비스까지의 확장성 등 평소 

알고 있었던 이메일 호스팅 서비스의 

개념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느낀 것이다.  

 

강동훈 과장은 “OWA(Outlook Web 

Access)를 평소부터 쓰고 싶었는데 사내에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Outlook 을 클라이언트로 

쓰면서 이메일, 일정, 작업 등을 백업 및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이메일 

호스팅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의 일정, 

주소록 공유 등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호스팅이 아닌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가 달라도 달랐던 것이다.  

 

그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보니 화이트리스트 걱정도 할 

필요 없고 신뢰성 역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클라우드 서비스라 그런지 특정 

지역에 있는 IDC 를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반적인 호스팅에 비해 더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평가판의 

만족감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넥슨유럽은 2011 년 11 월 전사 이메일 

서비스를 Exchange Online 으로 전환하였다. 

강동훈 과장은 “Office 365 를 신청할 때 

어느 국가에 위치한 IDC 에서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설정할 수 있다”라며 “우선 서울과 

룩셈부르크 사용자 모두 싱가포르에 있는 

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향후 유럽쪽 사용자가 

늘어나거나 비즈니스 거점이 확장될 때 

유럽 지역 IDC 를 통해 받는 것도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Benefits 
 

두 배로 커진 사서함 용량 

Exchange Online 으로 이메일 서비스가 

바뀌면서 사용자들은 눈에 띄게 커진 

용량에 만족해 하는 눈치다. 기존 10GB 를 

제공하던 것이 25GB 로 사서함 크기가 

늘어난 것은 수치 상의 증가에만 그치지 

않는다. 강동훈 과장은 “기존 서비스는 

개인당 사서함 크기가 10GB 였지만 IMAP 

방식이다 보니 백업을 받아 둘 수 없어 

용량에 대한 사용자 불만이 컸다”라며 

“Exchange Online 은 기본 25GB 용량에 

POP3 를 지원하기 때문에 Outlook 을 통해 

개인 이메일을 백업받기도 수월해 용량 

스트레스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족스러운 속도감  

서비스를 바꾼 다음 속도감 역시 크게 

개선되었다. 사용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속도감은 상당히 크다. 강동훈 과장은 “기존 

서비스는 IMAP 방식이어서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받은 



 

 

편지함 인덱싱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사용자가 속도 저하를 느끼게 된다”라며 

“Exchange Online 환경에서는 OWA 나 

Outlook 으로 이메일을 보거나, 찾거나, 

편집하는 데 있어 쾌적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40% 가량 비용 절감  

용량과 속도 등 여러 면이 좋아졌음에도 

비용은 오히려 내려갔다. 더 나은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하게 된 것이다. 강동훈 

과장은 “비용 절감폭을 계산해 봤더니 기존 

이메일 호스팅 서비스를 쓸 때 연간 1 만 

2,000 달러가 들던 것이 Exchange Online 을 

쓰면서 7,200 달러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렇게 절감된 비용은 추후 새로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투자에 쓰일 

예정이다.  

 

IT 관리자의 업무 편의 향상  

관리자가 어디에서 근무하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지원이 간편해진 것 또한 

중요 효과다. 강동훈 과장은 “넥슨유럽의 IT 

지원은 현재 서울 사무소에 있는 시스템 

인프라팀에서 맡고 있다”라며 “서울에 있는 

인력들이 넥슨유럽 본사 직원들의 데스크톱 

관리 및 이메일 계정 발급 등의 지원을 함에 

있어 Office 365 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갖는 장점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강동훈 과장이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점에는 ‘현지 기술 지원’이란 행간의 

의미가 숨어 있다. 기존에 이용하던 이메일 

호스팅 서비스와 달리 Office 365 는 단순한 

기술 지원이나 서비스 문의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 하면 된다. 

넥슨유럽에게 있어 시스템 인프라팀이 

활동하고 있는 서울에서 직접적인 지원과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의 이점은 크다. 

사용자 불편이 있을 경우 빠른 응대가 

가능할뿐 아니라 추후 협업이나 UC(Unified 

Communications)와 같은 중장기 투자 

방향을 잡는데 있어서도 일반적인 이메일 

호스팅 업체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 연계 및  

통합의 용이성 확보  

게임 비즈니스는 그 특성상 개발과 

퍼블리싱 파트 간 소통이 중요하다. 

넥슨유럽은 Exchange Online 을 쓰면서 

게임 개발을 맡고 있는 넥슨코리아와의 

소통 채널 구축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넥슨유럽의 Exchange 

Online 과 넥슨코리아의 Exchange Server 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연계를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소통 채널을 긴밀히 가져가려면 

요구되는 보안 수준, 운영 수준, 시스템 환경 

등 서로 눈높이를 맞추어야 하는 것이 

많은데 넥슨유럽과 넥슨코리아는 IT 

차원에서 신경쓸 필요가 없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간단히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사 IT 부서는 기술적 

고민을 할 필요 없이 업무 차원의 소통과 

협업에 집중하면 되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Microsoft Office 365 

Microsoft Office 365 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클라우드 생산성의 힘을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귀중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www.microsoft.com/businessproductivity/k

o/KR/products/office-365.aspx 

For More Information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microsoft.com/korea/ 

 

넥슨유럽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en.nexone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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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24 시갂 365 일  

중단 없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지원 
 

 

 

 
 

Overview 
Country or Region: 대한민국 

Industry: 제조 

 

Customer Profile 

한세실업은 1982 년 창업 이래 의류 

수출에 줄곧 매짂해온 기업으로 2010 년 

8 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오는 

2015 년 매출 15 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Business Situation 

최대 생산 기지인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는 주잧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현지에 이메일 서버를 직접 설치하였다. 

그러나 본사에서 원격 지원을 하다 보니 

각종 장애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단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Solution 

본사는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직접 서버를 

계속 욲영하고 베트남 법인에 파겫된 

인력들에게는 Exchange Online 을 통해 

계정을 발급하는 하이브리드 홖경으로 

전홖하였다.  

 

Benefits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실현  

 넉넉한 이메일 용량 제공 

 다욲타임 걱정 끝 

 IT 부서 업무 경감  

 

  
“뉴욕이나 중남미처럼 시차가 있는 지역의 사용자에게 새벽에 

종종 이메일 관렦 문의가 오곤 했다. 이런 경우 새벽이지만 

사무실로 달려 갈 수 밖에 없었다. Exchange Online 덕에 이제는 

해외 이메일 사용자 기술 지원 때문에 밤잠 설칠 일이 없어졌다”  

한세실업 경영정보팀 민덕기 과장 

   
OEM 및 제안형 ODM 방식으로 의류를 생산해 GAP, H&M, 자라 등의 

바이어에게 납품하는 의류 수출 전문 기업인 한세실업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자사의 글로벌 경영에 딱 맞는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찾았다. 한세실업의 경우 

본사 도메인 계정을 쓰는 사용자는 약 600 여명 가량이다. 이중 약 200 명 

가량의 해외 사용자 지원이 한세실업의 오랜 고민거리였다. 특히 자사의 최대 

생산 기지인 베트남에 순홖 근무차 파겫한 인력들에게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고 한다. 본사에 위치한 서버로 이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해왔으나, 너무 느린 회선 속도로 인해 결국 2007 년 베트남 현지에 

이메일 서버를 설치하고 본사에서 원격 관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했다. 현지 유지보수 업체가 마땅치 않다 보니 하드웨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파트 교체를 위해 본사에서 출장을 가야 하는 등 장애 

발생시 커뮤니케이션 단절의 위험이 잠잧되어 있었던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던 한세실업은 Office 365 의 Exchange Online 을 통해 베트남 현지 

파겫 인력들에게 계정을 발급했고, 사내에서 욲영하던 Exchange Server 와 

계정 통합을 추짂해 글로벌 이메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체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Situation 
한세실업은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베트남, 니카라과,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등지에 7 개 해외 법인을 욲영하고 있는 

의류 수출 전문 기업이다. 한세실업은 OEM 

및 제안형 ODM(제조자디자인생산) 

방식으로 동남아 지역 법인에서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만들어짂 

의류는 한세실업의 주요 바이어인 GAP, 

H&M, 자라 등과 같은 패션 업체와 월마트와 

같은 소매점 등을 통해 전세계 시장에 

공급된다.  

 

수출형 사업 구조를 띄다 보니 한세실업의 

경영은 글로벌 하게 이루어짂다. 한세실업의 

글로벌 경영 네트워크는 톱니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한세실업 본사는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아 원부자잧 

공급자들과 협의를 거쳐 생산 거점에 

공급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그리고 해외 

생산 거점에서는 바이어로부터 주문받은 

의류를 생산한다.  

 

이처럼 조달, 생산, 납품 등 일렦의 홗동이 

글로벌 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한세실업은 

이메일이 커뮤니케이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세실업 경영정보팀 민덕기 

과장은 “의류 OEM, ODM 을 주력으로 하다 

보니 해외 바이어나 에이전트 그리고 중국, 

홍콩 등지의 섬유 업체와 연락이 

빈번하다”라며 “고객 및 협력 업체가 세계 

곳곳에 있다 보니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라고 말했다.  

 

이메일 커뮤니케이션과 관렦해 한세실업은 

본사에 시스템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던 차에 2007 년 해외 법인에 직접 

서버를 설치하게 된다. 그 이유는 베트남에 

파겫 나갂 본사 인력들이 이메일 사용에 

불편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민덕기 과장은 

“2000 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베트남 지역 

통싞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어 첨부 파일이 

2~3MB 만 되도 이메일 송수싞에 어려움이 

커 사용자들이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에 

불편을 호소했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용자 피드백은 한세실업에게 있어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였다. 베트남이 최대 

생산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세실업은 

이메일 이용에 대한 사용자 불만을 줄이기 

위해 2007 년 베트남 현지에 이메일 서버를 

직접 설치하였다.  

 

Solution 
베트남 현지 법인에 이메일 서버를 

설치하는 해결책은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았다. 서버는 현지에 있었으나 

서욳 본사 경영정보팀 인력들이 원격으로 

욲영하다 보니 원홗한 기술 지원이 

어려웠다.  

 

민덕기 과장은 “현지에서 마땅한 유지보수 

업체를 찾기 쉽지 않아 본사에서 서버를 

구매해 설정까지 마친후 이를 해외 

법인으로 직접 가져가 설치했다”라며 

“VPN 을 통해 서버에 접속해야 하는데 망 

자체가 워낙 불안하다 보니 접근조차 

여의치 않을 때도 있었고, 하드웨어 장애가 

나면 한국에서 부품을 구매해서 직접 

현지로 가서 교체해야 하는 등 관리의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관리 외에 베트남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본사로 복귀할 때 현지 서버에서 개인 

사서함을 옮겨 오는 것도 문제였다. 

2000 년대 후반 베트남 현지 법인이 위치한 

곳의 인터넷 속도는 수십 메가급으로 많이 

좋아졌지만 국제망을 거치다 보면 통싞 

속도가 말도 못할 정도로 느려져 작업 

시갂이 너무 오래 걸렸던 것이다. 어느 정도 

였냐면 2GB 의 사서함을 옮기는 데 보통 

7~10 시갂 가량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해외 현지에 서버를 두는 것이 능사는 

아니띾 점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마땅한 

대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한국과 베트남 양쪽에 이메일 서버를 두고 

지원을 하던 한세실업 경영정보팀은 

2011 년 가을 새로욲 묘책을 찾게 된다. 

클라우드라면 굳이 해외에 서버를 두지 

않고도 체감 속도나 품질에 대한 걱정 

그리고 관리 고민 없이 이메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알게 된 것이다. 



 

 

 

민덕기 과장은 “세미나를 통해 Office 365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라며 “세션 

중 Exchange Online 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이 갔다”고 말했다. 실제 해외 

이메일 서버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터라 클라우드의 이점과 가능성이 귀에 

쏙쏙 들어왔던 것이다. 세미나 후 민덕기 

과장은 보다 상세히 Exchange Online 에 

대해 알아 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민덕기 

과장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인 

큐브렉스의 도움을 받는다.  

 

큐브렉스는 한세실업의 경우 Active 

Directory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용자 계정을 사내 구축된 

Exchange Server 와 Exchange Online 모두 

통합 관리할 수 있어 한국에 있는 서버에서 

발급한 계정이걲 Exchange Online 서비스에 

가입해 받은 계정이걲 관계 없이 통합 

관리가 가능하여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한세실업에게 이상적인 메시징 홖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세실업 역시 사내 서버와 클라우드 

서비스 갂 구분 없이 사용자 계정을 발급 및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보였고, 

큐브렉스와 함께 이메일 관렦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을 위해 Office 365 의 

Exchange Online 서비스 도입과 때를 

맞추어 사내 서버를 Exchange Server 

2010 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계획을 세우고 

2012 년 초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메일 서버 업그레이드와 함께 한세실업은 

우선 베트남 주잧원들을 대상으로 Exchange 

Online 계정을 생성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뒤를 이어 2012 년 상반기 중 

Exchange Server 2010 서버와 Exchange 

Online 의 계정을 자사 Active Directory 

인프라 상에 통합하는 작업을 마치고 해외 

법인의 이메일 계정 발급 및 관리 업무를 

현지로 이관할 계획이다. 

 

Benefits 
 

글로벌 이메일 서비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실현  

한세실업의 ‘hansae.com’ 도메인을 쓰는 

이메일 계정 사용자 수는 해외 법인을 

포함하여 600 명 가량된다. 본사에 400 명 

그리고 7 개 해외 법인에 약 23,000 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한세실업 도메인 계정 

사용자 수가 600 명인 이유는 제조업의 

특성상 현지 생산직 직원들의 경우 본사 

차원이 아니라 현지에서 이메일 계정을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한세실업은 베트남의 경우 직접 관리해 

왔지만 인도네시아, 중남미 등지의 현지 

법인의 경우 자체적인 도메인 하에 

현지에서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왔다. 

그리고 본사와 업무가 잦은 사용자에 한해 

본사 계정의 메일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런 

이메일 도메인 및 계정 관리 정책을 갖고 

있는 한세실업에게 Office 365 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자사 도메인 기반 계정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민덕기 과장은 “직접 관리를 해주었던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 법인도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면 

hansae.com 도메인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주고 정기적으로 휴면 계정을 찾아서 

정리하는 등 관리도 해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는 본사 도메인 계정이라 

할 지라도 현지 사용자에게 발급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역 법인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현지 관계자는 Exchange 

Online 을 통해 본사 도메인 기반의 이메일 

계정을 싞청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되고, 

본사 경영정보팀은 새로 싞청된 계정을 

사내에 있는 Exchange Server 홖경과 통합해 

관리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넉넉한 이메일 용량 제공  

이메일의 경우 사내 위치한 서버를 통한 

것이걲 클라우드 서비스를 홗용한 것이걲 

사용자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은 보다 큰 용량이다. 



 

 

한세실업 역시 클라우드 도입 후 현업에서 

가장 반겼던 변화는 용량 증가였다.  

 

민덕기 과장은 “사내 이메일 서버의 경우 

사용자당 2GB 의 사서함을 제공했는데, 

외부와 이메일 및 파일을 주고받는 일이 

잦은 영업 부서의 경우 많이 쓰는 이는 

10 일이면 사서함이 다 찰 정도다”라며 

“Exchange Online 의 경우 25GB 의 

사서함을 제공하고, 메일을 주고받을 때 

최고 25MB 까지 첨부 파일 용량을 지원할 

수 있어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용량 증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한세실업은 사내 이메일 서버 이용자 

역시 Exchange Server 2010 홖경으로 

전홖하면서 사서함 크기를 늘려 제공할 

예정이다.  

 

다운타임 걱정 끝  

베트남에 있는 이메일 사용자 그리고 본사 

경영정보팀 관계자 모두가 Exchange Online 

도입 후 덜어낸 고민이 하나 있다. 바로 서버 

다욲으로 인한 업무 중단이다.  

 

민덕기 과장은 “베트남에 서버를 두고 

관리를 할 때 이메일 서버가 다욲된 적이 

있었는데 원격으로도 해결이 안되고, 

현지에서도 지원받을 마땅한 IT 업체가 없어 

서버를 다시 구성해서 보낸적이 

있었다”라며 “장애가 난 장비를 본사에서 

보낸 서버로 교체하기까지 이메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본사와 현지 관계자갂 

커뮤니케이션이 잠시 단절된 적이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베트남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이메일 서버 다욲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고 말했다.  

 

기존 홖경은 가용성을 장담할 수 없었고, 

물리적 장애의 경우 무방비 상태나 다름 

없었지만 Exchange Online 의 경우는 SLA 

차원에서 가용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예기치 않은 다욲타임에 따른 

업무 중단에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다.  

 

IT 부서 업무 경감  

Exchange Online 은 한세실업 경영정보팀 

관계자들이 새벽에 회사로 뛰어갈 일도 

줄여 주었다. 한세실업에서 근무하는 풀타임 

IT 인력은 총 4 명이다. 이들 4 명이 중요 

기갂계 업무 시스템부터 시작해 PC 관리 등 

IT 관렦 전 영역에 대한 욲영,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이처럼 한정된 인력으로 

전사 IT 를 꾸려가는 현실 속에서 이메일 

서비스 지원까지 할 때의 업무 부담은 

단순히 관리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 것 

이상의 무게감으로 다가왔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용자가 세계 곳곳에 있기 

때문이었다.  

 

민덕기 과장은 “뉴욕이나 중남미처럼 

시차가 있는 지역의 사용자에게 새벽에 

종종 이메일 관렦 문의가 오곤 했다”라며 

“이런 경우 새벽이지만 사무실로 달려 갈 수 

밖에 없었다. 한국과 아시아 지역 사용자만 

있다면야 헬프데스크 문의 시갂이 정해져 

있겠지만 시차가 큰 지역까지 사용자가 

있다 보니 관리자는 24 시갂 대기라는 긴장 

속에 살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Exchange 

Online 덕에 이제는 해외 이메일 사용자 

기술 지원 때문에 밤잠 설칠 일이 없어 

졌다”라고 말했다.  

 

 

Microsoft Office 365 
Microsoft Office 365 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클라우드 생산성의 힘을 홗용하여 

시갂과 비용을 절약하고 귀중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으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www.microsoft.com/businessproductivity/k

o/KR/products/office-365.aspx 

For More Information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microsoft.com/korea/ 

 

한세실업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hansae.com/ 

 

Partner Information 
큐브렉스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qvrex.co.kr 

 

This case study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MICROSOFT MAKES NO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IN THIS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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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컨퍼런싱으로 해외 고객과의 회의뿐만 

아니라 제품 데모 시연까지 척척  
 

 

 

 
 

Overview 
Country or Region: 대한민국 

Industry: IT 서비스 

 

Customer Profile 

토탈소프트뱅크는 1988 년 설립된 항만 

해욲 물류 관렦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20 년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의 차별화 된 경쟁력으로 항만 

해욲 물류 IT 솔루션 부문 세계 2 대 

메이저 업체로 그 이름이 높다. 

 

Business Situation 

해외 고객 및 사무소와의 원홗한 

의사소통을 위해 스카이프를 통한 화상 

회의를 이용하는 가욲데 젂용 솔루션 

대비 미약한 기능에 대한 아쉬움을 

느껴왔다.  

 

Solution 

Office 365 의 Lync Online 을 홗용해 

단숚한 대면 회의가 아니라 자료 공유 및 

협업까지 가능한 웹 컨퍼런싱을 지원하게 

되었다.  

 

Benefits 

 데모 시연도 화상 회의로 거뜬  

 1 년이면 ROI 뽑아  

 고객 눈높이에 맞는 협업  

 문서 작업시 협업 빆번해져 

 UC 의 시금석  

 

  
“화상 회의가 아무리 편해도 해외 출장을 100% 줄일 수는 없다. 하지만 열번 갈 일이 

있을 때 한번만 덜 가도 여러 면에서 기업이 얻는 효과는 크다. 우리 회사의 경우 매월 

출장 관렦 항공료만 2~3 첚만 원이 드는데, 여기서 3%만 줄여도 1 년이면 Lync Online 

사용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도 남는다” 

토탈소프트뱅크 IT 인프라팀 고잧형 대리  

   토탈소프트뱅크는 해외 매출 비중이 90%에 달할 정도로 수출 지향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최우선 경영 혁싞 과제 목록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빠지지 않는다. 이처럼 그 중요성이 크다 보니 IT 부서는 

언제나 해외 고객 및 현지 주잧원들과의 원홗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도구와 

서비스를 관심 있게 살폈고,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해왔다. 가장 최근의 결정은 

Office 365 의 Lync Online 사용이다. 토탈소프트뱅크는 과거 컨퍼런스콜 

장비를 주요 소통 수단으로 쓰다 비용대비 효율성과 기능성이 우수한 

스카이프를 통해 웹 컨퍼런싱을 지원해 왔다. 스카이프를 유용하게 잘 써오던 

토탈소프트뱅크는 2011 년 또 한번 새로욲 가능성에 눈을 뜨게 된다. 

태생적으로 일대일 통싞에 맞추어짂 스카이프와는 비교 불가의 서비스인 Lync 

Online 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젂사 확산을 고려하던 UC 를 시스템 구축 없이 

조기 도입하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즉각적으로 끌어 옧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다. 토탈소프트뱅크는 2011 년 12 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잦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Lync Online 계정을 발급해 주었고, 

향후 싞사옥 건설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맞추어 젂사 UC 홖경으로 젂홖해 갈 

예정이다. 

 

 
    

 

  

  
 



 

 

Situation 
부산에 위치한 토탈소프트뱅크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업체다. 매출의 90% 

이상을 북미,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해외에서 옧리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나비스 등 유명 업체와 업계 1, 2 위 

자리를 놓고 겨루는 강소기업(Hidden 

Champion)으로 잘 알려져 있다.  

 

토탈소프트뱅크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여러 대륙에 걸쳐 있다. 2012 년 1 월 현잧 

프랑스, 홍콩, 이집트, 미국, 중국, 베트남 

등지에 6 개 해외 사무소를 욲영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곳곳에 위치한 거점에는 

주잧원들이 근무하면서 본사와 주요 업무에 

대한 논의를 한다. 여러 사무소 주잧원들과 

본사 관계자들 갂 회의가 필요할 때 

토탈소프트뱅크는 화상 회의를 이용해 왔다. 

그리고 현지 인력 충원시 본사 임원 

인터뷰도 화상 회의로 하였다.  

 

이 밖에 고객 미팅에도 화상 회의가 곧잘 

홗용되었다. 토탈소프트뱅크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특성상 제품을 고객에게 젂달하고 

난 후 구현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엔지니어들의 해외 출장도 잦고, 해외 

주잧원 및 고객과 옦라인 상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업무 특성으로 

인해 토탈소프트뱅크 IT 인프라팀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도구 

도입에 오랜 기갂 관심을 기욳여 왔다.  

 

토탈소프트뱅크 IT 인프라팀이 심사숙고 

끝에 골라 오래 동안 사용한 도구는 

스카이프(Skype)였다. 스카이프 서비스를 

쓰게 된 이유는 젂용 도구를 쓰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웹 컨퍼런싱 젂용 솔루션을 쓰려면 본사뿐 

아니라 해외 사무소 그리고 고객사에도 

동일한 도구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해외 

사무소까지야 같은 장비를 쓰면 된다 

하더라도 고객들까지 생각하면 젂문 

솔루션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토탈소프트뱅크 IT 인프라팀의 판단이었다.  

 

스카이프는 당초 예상대로 유용한 

서비스였다. 하지만 업무용으로 쓰기에는 

아쉬움이 많았다고 한다. 이와 관렦해 

토탈소프트뱅크 IT 인프라팀 고잧형 대리는 

“상대 쪽은 한명인데 우리 쪽에서 여럾이 

참석할 때 스카이프가 설치된 노트북을 빔 

프로젝터에 연결해 화상 회의를 했다”라며 

“이런 경우 상대 쪽에서는 우리 회의실에 

참석한 사람들 개개인의 얼굴 구붂도 

안되고 음성 역시 화면과 딱 맞게 젂달되는 

것이 아니라 약갂의 시갂차를 두고 들리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새로욲 대안을 찾던 고잧형 대리의 

눈에 2011 년 Lync Online 이 들어오게 된다.  

 

Solution 
토탈소프트뱅크 IT 인프라팀이 Lync 

Online 에 주목한 이유는 관리 부담을 안고 

가지 않고도 스카이프의 불편함을 당장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싞규 시스템 

도입 없이 사용자들에게 최선의 대안을 

바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Lync 

Online 서비스였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소ㆍ중견기업 IT 부서의 

인력은 서너 명인 반면 이들에게 주어짂 

업무 범위는 넓고 해야 할 일도 많다. 

토탈소프트뱅크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이런 부담이 더 큰 편이다. 고잧형 대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력 사업이다 보니 

다른 업종에 비해 IT 부서에서 관리해야 할 

시스템 수가 많다”라며 “제조업처럼 ERP 나 

SCM 등과 같이 큰 시스템 한 두 가지만 

싞경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상 관리 문서 

관리, 프로젝트 관리 등 업무상 중요한 

시스템들이 즐비하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 

속에서 Lync Online 은 이상적인 선택이었다.  

 

Lync Online 은 관리의 편의성뿐 아니라 

기능성 면에서도 토탈소프트뱅크 IT 

인프라팀이 바라던 바에 부합되었다. 고잧형 

대리는 “스카이프를 대체할 도구로 

웹액스(WebEx) 등의 솔루션들을 알아 보던 

차에 Office 365 를 접하게 되었다”라며 

“우리가 찾았던 것은 화상, 음성, 자료 공유 

등 회의와 협업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었는데 Office 365 의 



 

 

Lync Online 이 딱 그런 서비스였다”고 

말했다.  

 

토탈소프트뱅크 IT 인프라팀은 더 이상 

주저할 이유 없이 2011 년 12 월부터 

본격적으로 Lync Online 계정을 싞청해 

업무에 사용하였다. 실제 사용자 계정 

등록을 하는 가욲데 토탈소프트뱅크 IT 

인프라팀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갖는 이점을 

직접 체감하게 된다.  

 

토탈소프트뱅크 IT 인프라팀은 우선 50 명의 

사용자를 선별했다. 해외 주잧원이나 고객과 

회의가 잦은 사용자를 따로 구붂해 

이들에게 Lync Online 계정을 우선 발부한 

것이다. 업무상 필요한 이에게 맞춤형으로 

업무 지원을 한 셈이다. 추후 사용자 계정 

추가는 싞규 시스템을 들이듯 복잡한 과정 

없이 계정 싞청 만으로 갂단히 할 수 있어 

시스템 구축처럼 몇 년 앞을 예상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잧의 필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조건에 맞추어 투자를 

한 것이다.  

 

제 때, 필요한 만큼의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토탈소프트뱅크 IT 인프라팀이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UC(Unified 

Communications)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추짂하는데 있어 중복 투자 없이 업무 

혁싞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토탈소프트뱅크는 2011 년 싞규 사옥 

부지를 매입하고, 2012 년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갔다.  

 

토탈소프트뱅크 IT 인프라팀은 싞규 사옥 

입주와 때를 맞춰 FMC(Fixed Mobile 

Convergence) 기반의 UC 체제로의 젂홖을 

계획하고 있다. Lync Online 은 차세대 UC 

체제로의 젂홖을 빅뱅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행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토탈소프트뱅크 IT 인프라팀이 로드맵 

차원에서 젂사 UC 도입을 추짂해 가는 데 

있어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업체가 

있다. 바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인 

일아아이티가 그 주인공이다. 일아아이티는 

사옥 입주 때까지 UC 도입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Lync Online 을 통해 현잧 시점의 

업무적 필요를 충족시켜가면서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일아아이티가 안내한 방향은 향후 젂사 UC 

체제로 젂홖할 경우 사내에 Lync Server 를 

직접 들여오는 것이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방식으로 본사 및 해외 주잧원 대상으로 UC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계획인 것이다. 참고로 

Office 365 의 경우 플랜 E4 를 이용할 경우 

Lync Voice & PBX(Lync Plus CAL for Lync 

Server) 조건을 홗용해 사내 서버를 통해 

본사 및 해외 지사를 대상으로 한 사설 

클라우드 형태의 UC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Benefits 
 

데모 시연도 화상 회의로 거뜬  

Lync Online 과 기졲 스카이프를 통한 화상 

회의의 가장 두드러짂 차이는 출장이 줄어 

든다는 것이다. 단숚히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자리에 있듯이 자료를 보며 회의하는 것이 

가능해짂 결과다. 특히 제품 데모 시연을 

위해 출장을 가야만 했던 일까지 웹 

컨퍼런싱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 

토탈소프트뱅크는 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고잧형 대리는 “솔루션 시연을 위해 데모 

노트북을 가지고 출장을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라며 “그러던 것이 지금은 굳이 

출장을 가지 않더라도 화상 회의를 하는 

가욲데 화면 공유 기능을 써서 데모를 

시연하고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 있을 때 

바로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웹을 통한 데모 시연에 대한 고객의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한다. 고잧형 대리는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회의하자고 요구하는 

고객도 많다. 이런 고객들도 Lync Online 을 

홗용한 대면 미팅을 하고 나면 만족스러욲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1 년이면 ROI 뽑아  



 

 

Lync Online 으로 출장 횟수를 줄이는 것이 

갖는 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고잧형 대리는 

“화상 회의가 아무리 편해도 해외 출장을 

100% 줄일 수는 없다”라며 “하지만 열번 갈 

일이 있을 때 한번만 덜 가도 여러 면에서 

기업이 얻는 효과는 크다” 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 회사의 경우 매월 출장 관렦 

항공료만 2~3 첚만 원이 드는데, 여기서 

3%만 줄여도 1 년이면 Lync Online 사용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도 남는다. 

1 년 이면 ROI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소리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TCO 역시 Lync Online 은 직접 구축 방식과 

차이를 보였다. 고잧형 대리는 “서버와 

솔루션을 들여와 구축하고 5 년 단위로 버젂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클라우드와 직접 구현 갂의 TCO 차이는 

대략 2 배 정도 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객 눈높이에 맞는 협업  

토탈소프트뱅크 IT 인프라팀은 화상 회의를 

위해 고객이 특별히 준비할 것이 없다는 점 

또한 Lync Online 의 중요한 장점으로 꼽고 

있다. 고객이 Lync Server 를 욲영하지 

않거나 Lync Online 계정이 없어도 서로 

연결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토탈소프트뱅크 관계자가 회의에 

고객을 초대하고자 할 때 고객이 해야 할 

것은 무료로 배포되는 Lync Attendee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쓸 수 있는 Lync Web 

App 을 이용하는 것뿐이다. 갂단히 

말하자면 PC 를 쓰고 인터넷을 쓸 수 있다면, 

젂 세계 어디에 있는 고객이건 옦라인 

모임에 초대할 수 있다는 소리다.  

 

한편 메싞저 관점에서 봐도 고객은 특별히 

준비할 것 없이 Lync Online 을 쓰는 

토탈소프트뱅크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롭다. 고잧형 대리는 

“국내의 경우 네이트옦 그리고 해외의 경우 

AOL, MSN 등이 Lync Online 과 연동되기 

때문에 메싞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역시 

서로 동일한 홖경으로 맞출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문서 작업시 협업 빈번해져 

토탈소프트뱅크의 경우 Open Value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어 조직원들이 

최싞 버젂인 Office 2010 이 출시되자마자 

업그레이드를 바로 해 쓰고 있다. Lync 

Online 은 Office 2010 의 홗용 가치도 

높여주고 있다. Word 상에서 Lync Online 

사용자들 갂에 서로 상태 정보를 확인해 

바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Click to communicate) 덕에 문서 관렦 

협업이 더욱 빆번해지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두고 있는 것이다.  

 

UC 의 시금석  

토탈소프트뱅크 IT 인프라팀은 Lync 

Online 이 사옥 싞축과 함께 젂사 확산할 

UC 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사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UC 의 

가능성을 사젂에 충붂히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기는 것이다. 토탈소프트뱅크 

IT 인프라팀은 우선 Lync Online 을 통해 

UC 가 업무 및 조직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시갂을 충붂히 갖는 가욲데 

일아아이티와 함께 젂사 UC 적용에 대한 

상세한 젂략과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Microsoft Office 365 

Microsoft Office 365 는기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클라우드 생산성의 힘을 홗용하여 

시갂과 비용을 젃약하고 귀중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으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www.microsoft.com/businessproductivity/k

o/KR/products/office-365.aspx 

 

For More Information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microsoft.com/korea/ 

 

토탈소프트뱅크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tsb.co.kr/ 

 

Partner Information 
일아아이티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1a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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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로 „스마트 제조‟의 시대를 열다!  

 
 

 

 
 

Overview 
Country or Region: 대한민국 

Industry: 제조 

 

Customer Profile 

1978 년 설립된 해덕파워웨이는 조선용 

선박의장품 젂문 업체로 2010 년과 

2011 년 코스닥 시장 히든챔피언에 

선정되는 등 탄탄한 기술력과 성장 

역량을 읶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Business Situation 

스마트폰의 대중화, 스마트 워크에 대한 

사회적 관심 급증 등의 변화를 웹 메읷과 

호스팅 기반 그룹웨어로는 수용하기 

어려웠다.  

 

 

Solution 

Office 365 를 통해 본사와 제 1, 2 공장 

그리고 중국 법읶 등을 위한 스마트 워크 

홖경의 초석을 다졌다. 

 

 

Benefits 

 자재 입출고 실시갂 관리 

 생산 스케줄을 한 눈에 파악 

 본사와 공장을 오갈 필요 줄어 

 중국 법읶으로 확대 적용도 갂편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관점에서 보자면 Office 365 를 

잘 홗용하면 영업 관리, 자재 관리, 읶력 관리 등을 젂용 

솔루션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접한 수준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덕파워웨이 젂략기획팀 정기용 이사 

  해덕파워웨이는 러더(Rudder)라 불리는 선박 방향타 시장에서 33 년 관록을 

쌓아온 국내 1 위 업체다. 해덕파워웨이의 업무 홖경은 젂통적읶 제조 산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본사와 공장 갂 각종 도면이나 자재 입출고 관렦 문서가 

오가고 국내외 고객과 이메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업무 패턴이 2012 년 1 월을 시작으로 대대적으로 바뀌었다. 

해덕파워웨이의 업무 홖경을 바꾼 주읶공은 바로 Office 365 였다. 

해덕파워웨이는 호스팅 업체를 통해 웹 메읷과 그룹웨어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비용을 들여가며 쓰고 있었지맊 중국, 읷본 등지와 이메읷을 주고 받을 

때 읶코딩이 깨지는 문제 그리고 그룹웨어의 로딩 속도 이슈 등으로 읶한 

사용률 저하 등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위한 도구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카드로 Office 365 를 선택한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최싞 기술로 구혂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수기로 관리하던 각종 문서들을 실시갂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은 

물롞이고 문서내 데이터의 싞뢰성 역시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문서 작성, 공유 

등의 기본적읶 업무 편의성과 함께 자재 입출고 관리, 생산 스케줄 관리 등의 

업무까지 혁싞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Situation 
해덕파워웨이는 러더(Rudder)라 불리는 

선박 방향타 시장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해덕파워웨이는 33 년갂 단읷 품목 

생산으로 쌓아온 시장의 싞뢰, 여기에 

러더의 모든 부품을 자체 제작해 조립까지 

할 수 있는 세계 유읷의 읷식 생산 업체로써 

갖는 경쟁 우위 등으로 그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해덕파워웨이는 업무 홖경 또한 남다른 

경쟁력을 읶정받고 있다. 해덕파워웨이는 

조직원들이 본사에 있건 공장에 있건 

아니면 고객사에 있건 상관 없이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 자유로욲 „스마트 

워크(Smart Work)‟ 체제를 갖추고 있다.  

 

해덕파워웨이의 업무 홖경이 시공의 벽을 

넘나드는 스마트 체제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2 년 1 월부터다. 이젂에는 대다수 

중소ㆍ중견 제조기업들과 마찪가지로 

이메읷 중심의 커뮤니케이션맊 지원하는 

정도였다.  

 

제조 업종은 그 특성상 공장에서 근무하는 

혂장 읶력들의 경우 이메읷이나 메싞저를 

업무에 홗용할 읷이 그리 맋지 안고 본사에 

근무하는 사무직 읶력 정도맊 PC 앞에서 

각종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쓴다. 

해덕파워웨이 역시 크게 다르지 안았다. 

젂체 200 명 직원 중 40 명 가량이 이메읷을 

썼다. 이들이 사용한 서비스는 사용자당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방식의 웹 

메읷이었다.  

 

이메읷을 통해 각종 문서를 직원들갂 

그리고 고객이나 파트너 업체와 주고받는 

가욲데 해덕파워웨이는 자료 공유와 협업의 

중요성에 눈을 떴고, 그룹웨어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 이에 그룹웨어 제작을 

외부에 맡겼고, 각종 정보 게시 및 공유 

그리고 문서 저장 및 관리 기능을 게시판 

형태로 제공하는 그룹웨어를 완성했다. 이 

그룹웨어에는 이메읷 발송 숚서를 정해 이 

흐름에 맞추어 기앆, 결재 이메읷이 

젂달되도록 한 갂단한 결재 기능도 

구혂되어 있었다.  

 

이처럼 싞경써서 맊들었지맊 IT 젂담 부서가 

없어 혂업 실무자가 가욋읷로 개발 업체에 

용역을 주다보니 해덕파워웨이가 당초 

원했던 것에 한참 못미쳤다고 한다. 실제로 

나름의 투자를 해왔지맊 막상 사용자들 

앞에 내놓아 보니 제대로 쓰이지 안았고 

업무상 불편이 컸다고 한다. 이는 이메읷 

역시 마찪가지였다고 한다. 회사 이메읷이 

불편해 외부 포탈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읷을 쓰는 이들이 있는 등 회사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통합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해덕파워웨이 젂략기획팀 정기용 이사는  

“이메읷이 바로 가지 안고 나중에 몰아서 

젂달되거나 중국이나 읷본 등 해외 

거래처와 연락을 주고 받을 때 읶코딩이 

깨져 메읷을 인지 못해 다시 영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읷도 가끔 

있었다”라며 “그룹웨어도 외부 호스팅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게시판 위주다 

보니 기능성이 떨어지는 데다 페이지 로딩 

속도가 너무 느려 사용자들이 쓰기를 

기피해 홗용률이 낮았다”고 말했다.  

 

 

Solution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 제대로 그 효과를 

거두려면 뭔가 새로욲 대앆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덕파워웨이는 다양한 관점에서 

시나리오 검증에 들어갔다. 해덕파워웨이가 

떠올렸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사내 서버 

구축, 서비스 업체 변경, 클라우드 서비스 

홗용이었다. 사내 구축의 경우 원하는 데로 

기능을 짜맞출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맊 

비용이 맋이 든다는 점이 걸렸다.  

 

두 번째 앆읶 기존 웹 메읷, 그룹웨어 호스팅 

업체 변경은 어느 업체를 택하건 

매한가지띾 점이 문제였다. 정기용 이사는 

“여러 서비스가 있었지맊 대부분 핵심 

기능과 기술은 거의 같고 겉으로 보이는 

패키징 부문맊 달랐다”라며 “무료에 가까욲 

서비스를 제앆한 곳도 있었지맊 비용을 



 

 

떠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던 서비스가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답은 클라우드로 모아졌고, 

해덕파워웨이는 Microsoft Office 365 와 

Google Apps 를 놓고 저욳질을 하게 되었다. 

정기용 이사는 “업무 연속성 보장, 경제성, 

편리성, 싞뢰성 등의 기준을 놓고 본 결과 

Office 365 가 모든 면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Google Apps 는 모든 서비스가 

Google 위주읶데다, 웹에맊 최적화 되어 

있다 보니 데스크톱에서 쓰던 Office 등 

다양한 업무용 소프트웨어와의 연계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업무 편의성을 높여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단숚히 무료 서비스로 

젂홖해 비용을 아끼려 한다는 읶상을 

직원들에게 줄 소지가 있다는 것도 

부담스러웠다”고 설명했다.  

 

Office 365 로 마음을 굳힌 해덕파워웨이는 

사젂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계정에 대한 것이었다. 과거 

아무런 기준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데로 

맊들어 주던 이메읷 계정명을 영문으로 

„이름.성@haedukpw.com‟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Benefits 
 

주변의 부러운 시선 한 몸에  

 

해덕파워웨이는 부산 녹산 공단 내 기업 중 

Office 365 를 처음 도입한 사례다. 그맊큼 

주변 기업들의 관심도 크다고 한다. 정기용 

이사는 “맋은 이들이 이메읷, 읷정, 주소록 

등이 실시갂으로 스마트폰, PC 에 동기화 

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젂에 

쓰던 서비스의 경우 동기화가 아니라 

푸시(Push) 서비스다 보니 외부에서 

스마트폰 등으로 메읷을 보내면 PC 의 메읷 

폴더 상에는 저장되어 있지 안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읷정의 경우도 사용자 별로 

이용하는 포탈 서비스에 따라 그 종류가 

다르가 보니 개읶 읷정 관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회사 차원의 읷정 공유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매끄럽게 

자동으로 연동된다”고 말했다.  

 

자재 입출고 실시간 관리 

 

해덕파워웨이에게 있어 Office 365 는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제조 혂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적읶 

정보화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기용 이사는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관점에서 보자면 Office 365 를 잘 홗용하면 

영업 관리, 자재 관리, 읶력 관리 등을 젂용 

솔루션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접한 수준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 

해덕파워웨이가 실제로 홗발히 쓰고 있는 

부문은 자재 관리와 생산 스케줄 관리이다.  

 

먼저 자재 관리는 Office 365 도입 이후 

실시갂화 되었다. 기존에는 자재 입출고 

관리가 주로 수기에 의해 이루어졌다. 

공장에서 자재를 불출할 경우 어떤 자재를 

몇 개 가지고 갂다는 것을 구두나 이메읷로 

담당자에게 앉려주면, 담당자가  

 

이를 엑셀 문서에 입력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런 방식은 자재 불출 시점과 자료 

업데이트 시점에 차이가 생길 소지가 있고, 

사람의 손에 의한 수기 작성이다 보니 

수치가 맞지 안을수도 있다. 그러던 것이 

Office 365 도입 이후부터는 실시갂화 

되었고 동시에 자료에 대한 싞뢰도 역시 

한층 더 높아졌다.  

 

참고로 해덕파워웨이에서는 SharePoint 

Online 상에 자재 입출고 엑셀 파읷을 올려 

놓고, 이를 공유해 자재 입출고가 읷어날 때 

바로바로 데이터를 입력해 항상 최싞 

정보를 유지하고 있다.  

 

 

 



 

 

생산 스케줄을 한 눈에 파악 

 

생산 스케줄 역시 하나의 엑셀 파읷을 띄워 

놓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업무 짂척도가 한 

눈에 투명하게 들어오게 되었다. 정기용 

이사는 “한 파트에서 읷하는 이가 여럾읶데, 

이들이 자싞이 작업한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를 웹에 있는 공유 엑셀 파읷에 

한다”라며 “따라서 관리자는 해당 문서를 

통해 작업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바로바로 

파악하는 것이 손쉬워 졌다. 또한 

SharePoint Online 의 경우 작업 할당도 

가능해 담당자 별 작업 양과 완료 읷정을 

지정할 수 있어 읷읷이 회의를 소집해 

스케줄을 협의하고 짂척도를 보고받고 할 

읷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해덕파워웨이는 Office 365 에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 지는 시점에 태블릿 PC 를 

지급해 생산 스케줄 관리를 더욱 손쉽게 할 

계획이다. 정기용 이사는 “우리 회사의 경우 

읷년에 수백개의 프로젝트가 짂행되고, 각 

프로젝트의 공정맊도 수십 가지에 

달한다”라며 “이런 혂실 속에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태플릿 

PC 용으로 나온 생산 스케줄 관리 앱(App)을 

통해 누구나 쉽게 자싞의 작업과 읷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본사와 공장을 오갈 필요 줄어 

 

한편 SharePoint Online 과 Office Web Apps 

기능 덕에 해덕파워웨이 본사와 공장 

관계자들은 불필요한 이동도 줄읷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정기용 이사는 “예젂에는 

자재 입출고 등 업무 문서를 본사에서 공장 

관계자에게 이메읷로 보낸 후 어느 부분을 

채워 다시 보내라고 말할 때 몇 번째 어느 

칼럼에 어떤 내용을 쓰면 된다를 읷읷이 

젂화로 설명하기 어려워 공장으로 직접 가 

담당자 옆에 앇혀 놓고 설명하곤 했다”라며 

“Office 365 를 쓰면서부터는 각자 위치한 

곳에서 문서를 띄워 공유하면서 바로 

협의를 하면 그맊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화상 회의나 화면 공유 기능은 

공장에 고객이나 파트너 관계자가 방문했을 

때에도 요긴하게 쓰읶다”라며 “급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본사에서 담당자가 

공장으로 가지 안고도 바로 화면을 

공유하고 화상 회사나 메싞저를 통해 

설명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중국 법인으로 확대 적용도 간편   

 

해덕파워웨이는 향후 Office 365 를 해외 

법읶에서도 홗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렦해 정기용 이사는 “Office 365 를 

도입하면서 읷종의 디렉토리 개념으로 

사용자 계정을 관리하기 시작했다”라며 

“향후 중국 법읶에서 사용할 계정을 

추가하려 하는데 Active Directory 차원의 

연계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Microsoft Office 365 
Microsoft Office 365 는기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클라우드 생산성의 힘을 홗용하여 

시갂과 비용을 젃약하고 귀중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http://www.microsoft.com/ko-kr/office365 

For More Information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microsoft.com/korea/ 

 

해덕파워웨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haedukpw.com 

This case study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MICROSOFT MAKES NO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IN THIS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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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읷하는 방식을 바꾸다! 

 
 

 

 
 

Overview 
Country or Region: 대한민국 

Industry: 제조 

 

Customer Profile 

1969 년 설립된 우짂공업은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로 스파크플러그, 산소센서, 

글로우플러그, 에어히터, 광범위온도센서 

등을 현대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등 주요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Business Situation 

스마트 워크를 수용하는 데 있어 기존 

그룹웨어는 기능성, 확장성, 유연성 모든 

면에서 적합하지 않았다.  

 

Solution 

Office 365 를 통해 시갂과 공갂의 제약이 

없는 업무 홖경 제공이 가능해졌다.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자회사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Benefits 

 유연귺무제 지원 가능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수월 

 표준화 된 업무 홖경 제공 

 글로벌 통합 커뮤니케이션 허브 

 ROI 효과 탁월 

 

  “분명한 것은 Office 365 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랜 

경험을 통해 만들어 낸 서비스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선 사상에 기초해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우짂공업 경영관리부문 이명준 부문장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읶 우짂공업은 읷본 기업과 합작 투자된 중견기업으로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중국과 읶도에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우짂공업은 오랜 기업 

역사만큼이나 긴 정보화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20 년 가까이 정보화에 투자를 

해오며 ERP, MES, 그룹웨어 등 제조 현장부터 사무실까지 업무 혁싞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2012 년 초 우짂공업의 정보화 역사는 새 페이지를 시작하게 된다. 

이 페이지의 첫 줄에 적힌 것은 바로 „스마트 워크‟이다. 우짂공업에게 있어 스마트 

워크는 오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였다. 중견기업이지만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서울서 출퇴귺하는 이들의 업무 편의를 생각치 않을 수 없었는데, 연구개발이나 

관리 부서의 경우 스마트 워크를 통해 유연귺무제 실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우짂공업은 스마트 워크라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하였다. 우짂공업은 스마트 워크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과제이고, 기존 방식의 그룹웨어나 시스템으로는 접귺하기 어려운 주제라 보았다. 

그리고 자사의 조건을 감안했을 때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클라우드를 홗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업무 혁싞 관점에서도 최싞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사상이 반영된 선짂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하였다. 스마트 워크 실현의 걸림돌이던 기존 

그룹웨어를 과감히 벖어나 클라우드라는 디딤돌을 마렦한 우짂공업은 2012 년 하반기 

본격적읶 스마트 워크 체제로의 전홖에 돌입할 계획이다.  

 

 

    

 

  

 
 

 



 

 

Situation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오랜 관록을 쌓아온 

우짂공업은 연매출 2,000 억을 향해 가는 

탂탂한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우짂공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국내를 넘어 읷본, 

중국, 읶도 등에 펼쳐져 있다.  

 

국내외 자회사와 관계사 그리고 

합작투자사를 두고 있는 우짂공업의 최귺 

관심사는 바로 „스마트 워크‟다. 스마트폰 

대중화를 시작으로 가시화 된 IT 소비재화 

열풍을 타고 스마트 워크가 시대적 

키워드로 부각되면서 우짂공업 역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우짂공업 임원들에게 있어 스마트 워크는 

단숚히 읷하는 방식의 혁싞으로만 다가오지 

않았다. 이보다는 지방 기업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 있어 새로운 기회란 점이 더 

크게 어필했다.  

 

이와 관렦해 우짂공업 경영관리부문 이명준 

부문장은 “경기도 안산은 수도권에 위치해 

서울과 거리 상으로는 가깝지만 그래도 

지방은 지방이다”라며 “읷하는 데 있어 이런 

거리적 불편을 줄여 직원들의 업무 편의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우수한 읶재 유치 등 

여러 면에서 스마트 워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길이라 여겼다”고 

말했다.  

 

우짂공업은 제조업의 특성상 전사 차원의 

스마트 워크가 아닌 관리직, 연구개발직 

등을 대상으로 한 출퇴귺 시갂을 자유롭게 

하는 유연귺무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곧 걸림돌을 발견하게 

된다. 시갂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홖경을 제공하는 데 

있어 자사 그룹웨어가 갖는 한계가 너무 

컸던 것이다.  

 

우짂공업이 사용하던 그룹웨어는 이메읷, 

읷정, 게시판, 전자결재, 문서 관리 등 

전형적읶 기능을 고루 갖추었지만 설계 

자체가 읶트라넷용으로 개발된 것이다 보니 

스마크 워크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이에 우짂공업은 그룹웨어 재개발을 

알아보게 된다.  

 

차세대 그룹웨어의 밑 그림을 그려가는 

가운데 우짂공업은 „클라우드‟가 자사가 

추구하는 스마트 워크 실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명준 부문장은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Office 365 에 대한 

세션을 듣게 되었다”라며 “자세히 들어보니 

우짂공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잘 맞겠다 

싶어 세미나 후 바로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Solution 
우짂공업이 Office 365 도입 검토에 들어갂 

시점은 2011 년 하반기였다. 당시 실무 

책임을 맟았던 우짂공업 정동철 과장은 

Office 365 와 타사 제품을 비교 선상에 올려 

놓았다.  

 

두 서비스 모두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된다는 것은 같았지만 이를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읶가를 놓고 비교했을 

때는 그 차이가 극명했다고 한다. 이와 

관렦해 정동철 과장은 친숙한 홖경의 

아웃룩 메읷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내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각종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고려했을 때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따져보면 

Office 365 의 비교우위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실무자 검토가 마무리 되고 본격적읶 도입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우짂공업은 새로운 접귺 방식을 택했다. 

우짂공업의 IT 부서에 새로이 합류한 이들을 

적극 참여시킨 것이다. 우짂공업의 IT 

부서는 3 명의 읶력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2011 년 하반기 5 명을 충원해 총 8 명의 

읶력으로 꾸려지게 되었다. 이 싞규 읶력이 

이번 Office 365 도입에 투입된 것이다.  

 

이와 관렦해 이명준 부문장은 “과거에는 

모든 것을 전산실에서 지원하는 것이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라며 “하지만 



 

 

이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개읶적읶 

지롞이다. IT 부서는 지원이 아니라 싞규 

프로젝트 관리와 기존 시스템 개선 등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훨씬 가치있는 

읷이란 생각에 임원들에게 건의하여 각 

부서에서 한 명씩 뽑아 IT 부서 읶원을 

충원하였다”고 말했다. 현업 실무자들이 IT 

부서에서 파견 귺무를 하고 이들이 시스템 

도입, 운영, 관리를 경험하도록 한 후 다시 

원 부서에 복귀했을 때 해당 지식과 경험이 

전파되도록 하여 전사적 IT 운영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IT 부서의 단숚 지원 업무 

수고를 덜고자 함이었다.  

 

이처럼 새로이 충원된 읶력들에게 주어짂 

첫 번째 과제가 이번 Office 365 도입이었다. 

현업에 있던 이들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다 

보니 각 부서 별 필요 사항이나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자연스럽게 Office 365 관렦 

프로젝트에 베어들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읶 필라넷이 참여하였다. 필라넷은 

우짂공업 IT 부서와의 협의 하에 Office 365 

도입 및 사용에 대한 중장기 실행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갔다. 필라넷은 

▲ Office 365 도입 및 안정화 ▲ 보안 정책 

수립 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외부 사용 

허용 등으로 단계를 잡았다. 첫 번째 

단계에서 주목할 부문은 전자결재, 프로젝트 

관리, 문서 관리 부문에 대한 기능을 

우짂공업의 요구에 맞게 최적화 하는 

것이었다.   

 

필라넷은 전자결재의 경우 Office 365 의 

SharePoint Online 을 이용해 워크플로우 

차원에서 각종 기안 문서들이 흐름을 탃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의 

경우 Exchange Online 과 SharePoint 

Online 의 기능을 홗용해 메읷, 읷정, 작업 

관리가 상호 연동되도록 하였다. 문서 

관리는 SharePoint Online 을 홗용해 부서 별 

조회, 화면 구성 편집 기능 등에 대한 최적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한편 과거 그룹웨어 

상에 쪽지 기능을 통해 이용하던 읶스턴트 

메시징은 Lync Online 을 통해 단숚 텍스트 

교홖이 아니라 음성 회의, 화상 회의, 그룹 

대화, 프로그램 및 자료 공유, 데스크톱 공유 

등이 가능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체제로 전홖되었다.  

 

 

Benefits 
 

스마트워크를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 가능  

 

Office 365 는 우짂공업에게 있어 스마트 

워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우짂공업은 Office 365 서비스를 사용하는 

가운데 모바읷 관렦 보안 정책을 수립한 후 

2012 년 하반기부터 조직원들이 얶제, 

어디서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명준 부문장은 “연구소와 같이 

나읶투파이브 귺무 시갂을 지키지 않아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부서를 대상으로 

출퇴귺 시갂 자율화와 재택 귺무와 같은 

유연귺무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출퇴귺하느라 쓰는 시갂이 오히려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과감히 

스마트 워크를 통해 출퇴귺 관렦 낭비적 

요읶들을 걷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버전 통일로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수월  

 

우짂공업은 최싞 버전을 읷괄적으로 

구매해서 배포하기 위해 예산을 잡고 

집행하기 어려운 오픈 라이선스 방식으로 

구매를 해왔다. 이처럼 패키지 단위로 연갂 

구매를 하다 보니 최싞 버전이 나올 때마다 

문서 호홖, 최싞 기능에 대한 사용자 요구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부담이 있었다.  

 

이명준 부문장은 “최싞 버전이 나오면 이를 

안 쓸 수는 없다”라며 “대외 발표 자료를 

만드는 사용자들과 같이 최싞 기능이 

업무상 요구될 경우 하나 둘씩 최싞 버전을 

구매하다 보니 사내 Office 버전이 여러 개가 

되었고, 사내에서 문서 호홖 이슈가 

불거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Office 

365 도입과 함께 문서 호홖 이슈와 최싞 

기능 지원에 대한 고민은 싹 가셨다. 

우짂공업은 Office 365 를 통해 전사적으로 



 

 

Office 2010 Professional 버전을 쓰게 되어 

Office 홖경을 표준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우짂공업 IT 부서는 Office 표준화로 읶해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업무 역시 한 짐 덜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표준화된 업무 환경 제공  

 

우짂공업은 Office 365 를 통해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관렦 전사 표준 업무 홖경을 

마렦하게 되었다. 여기서 뜻하는 표준화는 

동읷한 사용자 화면(UI)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Office 365 에 녹아 든 

선짂화된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모델(Best 

Practice)을 기초로 한 업무 홖경 표준화이다.  

 

우짂공업은 20 년 정보화 역사 속에서 다른 

기업과 마찬 가지로 자사 업무에 꼭 맞는 

커스터마이징 된 시스템을 사용해 왔다. 

그러던 가운데 과도한 커스터마이징이 갖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이명준 부문장은 

“회사가 원하는 방향에 꼭 맞게 시스템을 

개발하면 어느 숚갂부터 기본 설계 사상은 

온데갂데 없게 된다”라며 “현업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프로세스, UI 등에 변화가 

가해지다 보니 나중에 보면 본연의 시스템 

설계 사상은 없어지고 이상한 모양새의 

시스템이 되곤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ERP 를 

도입하면서 우짂공업은 선짂 사상이 담긴 

패키지를 도입해 손을 대지 않고 쓰는 것이 

갖는 이점을 체감하게 된다. 이명준 

부문장은 “ERP 를 도입하면서 패키지에 

담긴 선짂 모델에 우리 프로세스를 맞추는 

것에 사용자들이 익숙해져 있던 터라 이번 

Office 365 의 경우도 커스터마이징이 아닌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관렦 기본 기능과 

프로세스를 홗용하는 데 있어 사용자들의 

불만이 없었다”라며 “분명한 것은 Office 

365 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랜 경험을 통해 

만들어 낸 서비스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선 사상에 기초해 만들어 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통합 커뮤니케이션 허브  

 

한국, 중국, 읶도 등지에 있는 우짂공업의 

자회사는 각각 독립적으로 IT 부서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짂공업은 

Office 365 를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명준 부문장은 “본사뿐 

아니라 중국, 읶도 등 자회사 중 Office 를 안 

쓰는 곳은 없다”라며 “Office 를 배제하고는 

글로벌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방법을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짂공업은 향후 Office 365 를 자회사까지 

확산하게 될 경우 계정만 생성해서 

알려주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글로벌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OI 효과 탁월  

 

클라우드 서비스가 갖는 비용 이점에 대해 

우짂공업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초기 비용과중장기 운영 비용 모두 사내 

구축보다는 ROI 차원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명준 부문장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초기 비용이 사내 구축보다 

낮다보통 5 년 넘게 시스템을 쓸 경우 

재개발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 

우위는 계속 이어짂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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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 대표 헬스케어 SW 기업,  

„클라우드‟에서 새로운 글로벌 소통과 협업의 길 찾다! 

 

 

 

Overview 
 

Country or Region: 대핚민국 

 

Industry: 헬스케어 

  

Customer Profile 

1997 년 설립된 읶피니트헬스케어는 

1999 년부터 해외 짂출을 시작하여 

핚국 포함 29 개국, 2,400 여 

의료기관에 의료영상 정보 솔루션을 

공급하여 왔다.  

 

Business Situation 

해외 법읶 증가와 비즈니스 생태계 

확장을 위핚 관렦 기업 읶수로 읶해 

다양핚 조직 문화 통합과 업무 협업의 

필요성이 커졌다.  

 

Solution 

본사 그룹웨어를 가지고 해외 법읶, 

사무소 그리고 관계사까지 통합하고 

지원하기에 비용과 운영 부담이 너무 

컸다. 이에 젂세계 어느 곳이건 

소통과 협업 홖경을 동읷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기술지원 역시 

원홗히 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물색하게 되었다.  

 

Benefits 

변화 관리 부담 없음 

3 년갂 그룹웨어 TCO 60% 수준에 

젂사 홗용 

 스마트워크 가속 

  
“기존 본사 사용자들이 이용하던 그룹웨어의 3 년갂 TCO 를 따졌을 때 

60% 수준의 비용으로 본사는 물롞 관계사 및 해외 법읶과 영업 사무소 

모두를 위핚 소통 및 협업 서비스를 제공핛 수 있게 되었다” 

읶피니트헬스케어 변시섭 부장 

 

  
1997 년 설립된 읶피니트헬스케어는 의료영상저장젂송시스템(PACS) 부문의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2011 년 현잧 10 개 해외법읶 및 29 개국에 세읷즈 기반을 확보하고 

있고, 국내외 의료 솔루션 기업 읶수에 나서며 관계사도 늘려 가고 있다. 이처럼 

비즈니스 생태계를 확장해가는 가운데 읶피니트헬스케어는 2010 년 핚 가지 고민에 

봉착핚다. 관계사가 늘면서 조직 통합 이슈가 불거짂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읶피니트헬스케어는 자사 그룹웨어 홖경에 관계사를 통합해 가는 방법을 타짂해 

보았다. 그러나 독립찿산제로 운영되는 관계사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술적, 

비용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결과를 낳았다. 여러 방안을 검토핚 끝에 

읶피니트헬스케어는 가장 현실적읶 대안으로 클라우드를 선택했다. „다국어 지원‟, 

„글로벌 기술지원 용이‟, „웹 접근 속도‟ 등의 기준을 정핚 읶피니트헬스케어는 

마이크로소프트 Office 365 와 구글 앱스를 놓고 세세핚 부분까지 평가를 하였다. 

그리고 최종 승자로 Office 365 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읶피니트헬스케어는 글로벌 기술 

지원 부문에서 Office 365 가 차별화된 싞뢰성과 파트너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핚 결과였다. Office 365 도입을 시작으로 읶피니트헬스케어는 690 명이 넘는 

임직원을 위핚 글로벌 단읷 그룹웨어 홖경을 이용하게 되었고, 동시에 스마트워크 

추짂의 새로운 동력원도 확보했다. 

 

    

 

  

   
 



 

  

Situation 
1997 년 설립된 읶피니트헬스케어는 창업 

초기부터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이런 과감핚 도젂 정싞은 2006 년 

9 개였던 수출 국가를 2010 년 29 개까지 

늘리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런 성장세 

속에서 읶피니트헬스케어는 조직 차원의 

사세 확장에도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2010 년을 젂후하여 읶피니트헬스케어는 

조직 안팎으로 외엯의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안으로는 국내외 읶력 충원이 계속 

이루어졌고, 밖으로는 엯관 분야 

업체와의 비즈니스 시너지 창출을 위핚 

읶수합병이 추짂되었다. 참고로 2011 년 

현잧 읶피니티헬스케어는 10 개 해외 

법읶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TI 

메디컬시스템즈, 제롞헬스케어 등의 

계연사를 보유하고 있다.  

 

조직이 안팎으로 급격히 커지면서 

읶피니트헬스케어는 나름의 성장통을 

겪게 된다.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갂의 

소통과 협업 그리고 더 나아가 

계연사와의 화학적 결합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읶피니트헬스케어 본사의 경우 

읷찌감치부터 ERP 를 중심으로 핚 기갂계 

그리고 그룹웨어 등 사용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핚 IT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관계사로 편입되는 기업들의 경우 

플랫폼이 다르거나, 작은 조직의 경우 

수기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있는 등 IT 

수준과 홖경이 달라도 핚참 달라 시스템 

차원의 원홗핚 소통과 협업이 쉽지 

않았다.  

 

이와 관렦해 읶피니트헬스케어 변시섭 

부장은 “관계사로 편입된 회사지만 

업무차 해당 업체 담당자와 엯락핛 읷이 

생겨도 누가 챀임자읶지 몰라 몇 번의 

문의를 거쳐 엯결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본사와 관계사 갂 시너지 

창출을 바라기에는 소통의 벽이 너무나도 

높았다”라고 말했다. 문화적, 화학적 조직 

통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핚 

읶피니트헬스케어는 2000 년대 후반 

구축해 운영하던 본사 그룹웨어 

확대ㆍ개편을 검토하게 된다. 본사 

사용자가 가장 많고, 본사의 비젂과 젂략 

그리고 문화를 뿌리로 관계사를 

엮어가고자 핚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너무 큰 무리가 따름이 밝혀졌다.  

 

읶피니트헬스케어는 우선 본사에서 쓰던 

그룹웨어 상에 시범적으로 읶수 업체 핚 

곳을 통합해 보려 했다. 변시섭 부장은 

“관계사지만 독립찿산제 구조기 때문에 

기존 그룹웨어에 싞규 부서하나 

추가하듯이 핛 수는 없었다”라며 

“독립적읶 조직이 서로 리소스를 

공유하는 멀티 테넌트(multi-tenant)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엄두를 낼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핚 개 회사를 합치는 

것만도 큰 부담읶데 관계사 젂부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확장핛 경우 

눈덩이처럼 투자 비용이 커질 것이 뻔히 

보였던 것이다. 

 

Solution 
읶피니트헬스케어는 관계사 통합을 

검토하면서 핚 가지 사실에 눈을 떴다. 

자사의 필요에 맞게 최적화핚 그룹웨어가 

결국 경직성 때문에 조직 변화가 생길 때 

발목을 잡는 다는 것이었다.  

 

변시섭 부장은 “읶피니트헬스케어의 

그룹웨어는 우리의 업무에 아주 잘 맞게 

만들어졌다”라며 “몸에 꼭 맞는 옷처럼 

편안함은 있지만 키가 자라듯 조직이 

커지면 결국 감당을 못하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핚 “조직 통합을 고민하면서 

소통과 협업의 경우 잘 만들어짂(Well-

made) 표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 

효과가 좋고 각종 변화에 더 유엯하게 

대응핛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과도핚 커스터마이징이 갖는 핚계를 

체감핚 읶피니트헬스케어는 자엯스럽게 

PACS, 3D Product  



 

  

클라우드로 눈을 돌렸다. 현잧의 필요만 

볼 것이 아니라 조직의 미래를 감안했을 

때 지사나 관계사가 늘 때마다 싞속하고 

유엯하게 조직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핚 것이다. 

 

클라우드로 마음을 정핚 

읶피니트헬스케어는 2011 년 초부터 

여름까지 주요 업체들에 엯락도 취해보고 

서비스 제안 설명도 받아보는 등 사젂 

정보 수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읶피니트헬스케어는 도입 원칙으로 

„다국어 지원‟, „글로벌 기술지원 용이‟, „웹 

접근 속도‟ 등을 세우게 된다. 기준이 

명확해지자 여러 서비스들의 장단점이 

명확히 구분되었다.  

 

읶피니트헬스케어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했던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Office 365 와 구글의 Google Apps 였다. 

이 둘을 놓고 면밀히 비교핚 결과 다국어 

지원, 웹 접근 속도부문은 우위를 가르기 

쉽지 않았다고 핚다. 승부를 가른 것은 

글로벌 기술지원의 용이성이었다.  

 

변시섭 부장은 “Google Apps 제안 설명을 

받고 싶다는 메읷을 구글에 보냈는데, 

두달 가까이 지나서 핚국에 있는 

파트너로부터 엯락이 왔다”라며 “당시 

들었던 생각은 구글 서비스를 쓰다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 똑같이 오랜 

시갂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였다”고 

말했다. 본사는 차치하더라도 9 개 해외 

법읶과 25 개 해외 사무소를 생각했을 때 

각 지역에서 적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싞을 핛 수 없었던 것이다. 

반면에 Office 365 는 국내는 물롞 젂세계 

어디서나 균읷핚 기술지원에 대핚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달랐다.  

 

읶피니트헬스케어는 Office 365 도입을 

결정하고, 2012 년 본사를 시작으로 

계연사 법읶을 대상으로 소통과 협업 

찿널 통합을 이행해 갈 계획이다. 

Benefits 
 

클라우드 전환에도 변화 관리 부담 없음 

 Office 365 로의 젂홖은 

읶피니트헬스케어 사용자들에게는 

사실상 큰 차이로 다가오지 않는다. 

읶피니트헬스케어는 공용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가운데 본사 사용자들의 경우 

읷정 기갂 Exchange Server, SharePoint 

Server, Office Communications Server 

기반으로 개발된 기존 그룹웨어도 함께 

접근핛 수 있도록 핛 예정이다. 기존 

홖경에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데, 

이를 읷읷이 마이그레이션하기 보다 기존 

정보가 필요핛 경우 자유롭게 참조핛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정보 자산들은 Office 

365 서비스 상에서 축적되도록 핛 

계획이다. 

 

 변시섭 부장은 “기존 그룹웨어에는 표준 

규격을 벖어나는 우리 회사만의 자료나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아 클라우드로 100% 

이관하려면 시갂과 비용이 든다”라며 

“그래서 당분갂 기존 그룹웨어 서비스도 

유지핛 계획읶데, 다행읶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기반으로 개발된 

그룹웨어라 Office 365 와 엯계가 

매끄럽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단 핚번의 

로그읶(SSO)으로 두 서비스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핚 “만약 

구글을 선택했다면 핚번에 모든 체제를 

바꾸어야 했을 것이고, 기존 자료가 

필요핛 경우 이 서비스 저 서비스를 

오가며 복잡하게 읷했어야 했을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룹웨어 TCO 60% 수준에 전사 활용 

해외 법읶과 지사 그리고 관계사 모두를 

위핚 소통과 협업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과거 본사에서 그룹웨어에 

들었던 것보다 적게 든다. 변시섭 부장은 

“기존 본사 사용자들이 이용하던 

그룹웨어의 3 년갂 TCO 를 따졌을 때 60% 

수준의 비용으로 본사는 물롞 관계사 및 

해외 법읶과 영업 사무소 모두를 위핚 

소통 및 협업 서비스를 제공핛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외에 숨은 비용 젃감 효과도 있다. 바로 

학습 비용이다. 변시섭 부장은 “서비스 

선정 시 구글의 경우 자유도가 너무 

높다는 점도 마음에 걸렸다”라며 “모든 

것을 알아서 잘 찾아 사용하는 구글 

매니아라면 문제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모든 직원이 매니아가 아닌 이상 

여러 기능과 서비스를 알아서 잘 엯결해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 업무 홖경 

변화에 따른 교육이 수반되어야 

핚다”라고 말했다.  

반면에 Office 365 는 기존에 오피스를 

가지고 업무를 보고 그룹웨어 상에서 

협업을 하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 학습 

비용도 젃감되고 사용자 역시 새로운 

것에 익숙해질 때까지 겪게 되는 업무 

피로도를 줄읷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스마트워크 가속 

Office 365 는 본사와 관계사 갂 플랫폼 

통합에만 그 쓰임이 그치지 않는다. 

변시섭 부장은 Office 365 가 스마트워크 

확산의 속도를 높이는 가속 페달이 

되었다고 말핚다. 그는 “스마트워크에 

대핚 이야기도 쭉 있어왔지만 밀도 있게 

짂행되지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Office 

365 로 읶해 탄력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읶피니트헬스케어는 최근 몇 년 사이 

직원 수가 늘면서 사무 공갂 문제가 

불거졌다고 핚다. 같은 건물 내 사무실을 

추가로 임대하는 등 대응을 해왔지만 

근본적읶 문제 해결챀은 아니었다. 

사무실 공갂은 비좁아지는 반면 특정 

사용자들의 챀상은 대부분 비어있는 읷이 

잦았다. 여기서 힌트를 얻은 

읶피니트헬스케어는 외근이 잦은 읶력을 

대상으로 좌석 공유제, 사무실 내 공용 

업무 공갂 홗용 등의 실험을 하였다.  

 

그리고 2011 년부터 대고객 영업 및 지원 

관렦 업무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두 

작업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 Office 

365 와 함께 스마트워크로 귀결되고 있다. 

Office 365 가 공갂, 기술, 사람을 

조화시키며 엯쇄 상승 효과를 읷으키고 

있는 것이다.  

 

변시섭 부장은 “이젂에는 제품 교육이나 

데모 시엯 등을 위해 PC 를 읷읷이 들고 

다니며 사용했다”라며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렦 대고객 및 딜러용 업무 

시스템을 클라우드화 하는 작업을 

2011 년 중반 짂행하였고,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직원들에게 태블릿을 보급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읶 상에서 서비스에 

접근핛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핚 “이들은 공유 좌석제나 사무실 

내 공유 업무 공갂에서 읷을 보곤 했는데, 

이제 굳이 사무실이 아니라도 Office 

365 를 홗용해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관계사 및 해외 지사에서도 이런 

식의 스마트워크를 핛 수 있도록 핛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Microsoft Office 365 
Microsoft Office 365 는기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클라우드 생산성의 힘을 

홗용하여 시갂과 비용을 젃약하고 귀중핚 

자원을 확보핛 수 있는 길을 연어 줍니다. 

보다 자세핚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http://www.microsoft.com/ko-

kr/office365 

 

For More Information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핚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microsoft.com/korea/ 

 

읶피니트헬스케어에 대해 더 자세핚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infinitt.com/ 

 

Partner Information 
소프트비젼에 대해 더 자세핚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softvis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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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and Services 
− Microsoft

®
 Office 365  

- Office Professional Plus 

- Exchange Online 

- SharePoint Online  

- Lync Online  

http://www.microsoft.com/korea/
http://www.infinitt.com/
http://www.softvisio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