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비정부기구를 위한 윈도우 및 오피스 365 IT 관리자 양성과정 

 

 

 

 

 본 프로그램은 3월 19일부터 8주간 진행되는 비영리/비정부기구를 위한 윈도우 및 오

피스 365 IT 관리자 양성과정으로 강의는 총 8강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모든 강의는 기초과정으

로 진행되며 팀별실습과정을 기본으로 약간의 이론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실습을 위한 이

론강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강의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12층 Redmond에서 이루

어지며 오후 7시부터 두 시간동안 이루어질 예정이며 상세 강의명과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강 “비영리용 Office 365 소개 / Office 365 플랜선택 및 테넌트 개설하기” 

3월 19일 (목) 

수업목표 – Office 365 테넌트를 직접 개설하며, 다음 수업 전까지 어떠한 서류와 어떠한 조치

를 취해야 할지를 알게끔 함 

 

제2강 “Office 365 기본설정 #1 - 사용자 추가 및 라이선스 할당/관리하기” 

3월 25일 (수) 

수업목표 – 조직 테넌트에 사용자를 올바르게 추가하고 라이선스를 할당하는 작업을 정확하게 

알도록 한다. 특히 엑셀을 통한 대량추가와 사용자 정보수정 등의 유저작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제3강 “Office 365 기본설정 #2 – Exchange Online Admin Tool”  

4월 2일 (목) 

수업목표 – Exchange Online 관리자 도구를 통해 그룹메일과 회의실계정 생성 및 관리를 이해

하고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사서함 권한 위임”을 통해 단체 대표메일을 생성하고 관리

하도록 유도한다. 

 

제4강 “Office 365 기본설정 #3 – Lync Online 관리 및 Microsoft 지원요청 방법”/ “조직내 올바

른 Windows PC / Tablet 구매 및 배치전략 수립” 

4월 9일 (목) 

수업목표 – Lync Online 관리자 도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련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Check 하며 서비스 장애시 Microsoft 에 올바르게 지원요청 하는 방법을 숙지하도록 한다

/Windows XP 연장기술지원 종료 및 O365 미지원에 따른 새 PC의 구입과 배치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할지 설명하며 올바른 PC라이선스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 

 



제5강 “Office 365 배치 #1 – 각 OS별 배치전략과 모바일 배치전략” 

4월 16일 (목) 

수업목표 – PC/Tablet 의 OS에 따른 Office 사용가능 제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모바일 장치에 

따른 배치전략과 설정은 어떻게 해야할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 

 

제6강 “Office 365 배치 #2 – Office Deployment Toolkit for Click to Run 을 이용한 배치 및 업

데이트 전략” 

4월 23일 (목)  

수업목표 – 조직 내 규모에 맞춰 ODT 를 통해 Office 365 ProPlus 배포본을 생성하고, 이를 조

직 내 어떻게 배포해야 할지 이해한다. 

 

 

제7강 “Office 365 배치 #3 – Client 에 Exchange Online 및 Lync Online 설정 및 장애해결 

4월 30일 (목) 

수업목표 – 조직 내 배포 된 Outlook 및 Lync 를 사용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Office 365 계정을 

설정하여 사용할지 관리자가 우선 숙지하며,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사용자 실수” 관련 에러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 

 

제8강 “특강 – 메일/OneDrive/OneNote 등 퇴사,이동시 업무 인수인계 절차 바로알기”  

5월 7일 (목) 

수업목표 – 조직 내 퇴사 / 인사이동 발생시 업무에 내용에 대한 메일 / OneDrive / OneNote를 

어떻게 인수인계 해야할지 그 절차에 숙지하여 원활한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