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로소프트

비영리기관

지원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비영리기관

지원 프로그램

목 차
Office 365

Dynamics CRM

Office 365란?    P. 03 - 04

Office 365 비영리 기관 사례  P. 05 - 13

Office 365 비영리 기관   P. 14 - 16

지원 프로그램

비영리단체를 위한   P. 17

Office 365 교육

CRM이란?    P. 18 - 19

Dynamics CRM 온라인   P. 20 - 21

비영리기관 지원 프로그램

교육 및 상담 안내   P. 22

테크숩(Techsoup) 소개   P. 23



| Office 365 란?

비영리단체 내 직원과 자원 봉사자가 언제 어디서나 ‘함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기에 관계 없이 접속 가능한 온라인 저장소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파일 공유는 손쉬운 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Office 365에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생산성 도구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신버전의 Office를 모바일, PC 및 Mac에서도 동일하게 설치 혹은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Office + Office 온라인 

Office 365에는 업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원노트 등 가장 최신의 ‘정품’ 오피스를 포함합니다.

사용자당 최대 5대의 기기(PC, 모바일, Mac등) 에 이를 설치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Office Online(오피스 온라인)을 지원합니다.

3. 모바일 앱, 팀(인트라넷) 사이트 

iOS와 Android에서도 가능한 모바일 앱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그리고 원노트 파일을 열고 수정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Office 365에서 포함되어 있는 쉐어포인트(SharePoint)는

조직의 특성에 맞게 변형 가능한 인트라넷을 제공합니다.

쉐어포인트를 통해 간단한 조직 내 전자결재시스템부터 물품

신청 사이트, 내부 동호회 사이트까지 만들어 관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정보와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2. 높은 보안을 자랑하는 온라인 저장공간!

1TB의 원드라이브(OneDrive) 저장공간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파일 불러오기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문서를

Office 응용 프로그램에서 온라인 저장 공간인 원드라이브

(OneDrive)에 바로 저장하거나 열어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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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편화 된 IT 관리 - Office 365 관리센터 

관리가 쉽습니다!

관리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Office 365의 사용자 관리 및 설정,

그리고 설치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Office 365 사용

보고서 기능을 통해 손쉽게 조직의 Office 365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4. 비즈니스 전자 메일, 손쉬운 일정과 연락처 관리 

조직과 단체에 최적화 된 비즈니스 이메일 서비스가 포함되어 50GB의

메일 공간(계정 당) 사용이 가능하며, 이메일 계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일정 공유는 기본, 보이스 메일, 사내 메신저, HD급 화상회의까지

가능합니다. 안티바이러스 및 안티스팸 기능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설정이 가능한 메일 기능으로 기관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7. 24시간 무료 기술 지원

사용 중에 생기는 장애와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친절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파일 공유, 문서 협업 그리고 공동 편집

Ctrl C (복사)+ Ctrl V (붙여 넣기)로 지친 엑셀 작업!

Office 365로 쉽게 클라우드를 활용한 파워포인트, 엑셀

공동 작업이 가능합니다. Office 365는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지원합니다.

당신의 칼퇴, Office 365가 지켜드립니다.

Office 365

http://aka.ms/Pp5uva

FAQ 

http://aka.ms/ukr8r1



“Our migration to the cloud and use of Office 

365 has made our email infrastructure easier,

more reliable, faster and much simpler to support

and maintain. Having access to a 100% reliable

email system has been crucial to the organization

—it underpins a lot of what we do”

“우리에게 클라우드 기반의 Office 365 도입은 우리의

이메일 시스템을 보다 쉽고 단순하며 또 믿을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100% 신뢰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메일 시스템은 국제 구호

단체인 우리 조직의 활동에 꼭 필요한 부분 이었습니다.”

- Vincent Richardson, CIO at Concern Worldwide in Dublin,

   Ireland

   빈센트 리차드슨, 아일랜드 국제구호단체 Concern Worldwide의

   기술정보관리 책임자 

"Our members are working in the most remote

areas in the developing world. A rock solid service

like Office 365 gives them the tools they need to

be fully operational."

 “Office 365와 같은 안정된 기술과 도구의 도움으로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개발도상국의 외딴 지역에 있더라도

함께 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Gisli Oflaffson, Emergency Response Director at NetHope

in Fairfax, VA

 기즐리 오플랍손, 버지니아 페어팩스 소재의 ‘넷호프’ 응급 대응 책임자

| Office 365 비영리기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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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ice 365를 사용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사례 -1

우리마포복지관

협업과 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다.

우리마포복지관 (https://www.woorimapo.org) 은 노인과 장애인 등 계층별, 대상별 다양한 복지 교육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비영리 기관입니다.

        리마포복지관은 노인, 장애인, 아동, 지역주민 등이 하루에도 1,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들은 주로 이용자(노인 및 장애인)

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후원자 개발을 위한

제안서 작성, 공문서 작성, 민원처리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특성상 주간에는 이용자(노인, 장애인)를 만나서 상담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문서작업이나 제안서 작성은

자연스럽게 야근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피스 365 도입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야근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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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365의 최대 장점은 모든 오피스를 정품으로 사용 가능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영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계정으로 사무실 PC외에 최대 10대까지 설치가

가능하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가정용 PC 등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방문이나 후원자 개발 등 외근 업무가 많은 사회복지사에게는 스마트워크를 위한 가장 최적화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부서별로 진행되는 업무나 행사가 많아 일정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아웃룩(Outlook) 일정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일정 관리가

가능해졌고 다른 팀의 업무까지 함께 공유가 되어 직원간의 의사

소통이 활발해졌으며 휴가나 교육으로 부재중인 직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직원 관리가 원활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쉽게 일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은 Office 365 도입

후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원드라이브의 엑셀 설문 조사 기능을 활용한 만족도 조사나 교육

참가 신청 접수는 기존 종이로 진행하던 방식에 비해 높은 응답률과

양질의 정보를 얻도록 도와 주었으며 ‘URL’로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등 기기에 구애 받지 않고 설문

조사나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드라이브를 이용한 문서 공유와 협업을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일 수 있어 비용이 절감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서의 보관에

있어서도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비영리기관에서는 대상자(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들이

많이 작성되고 관리됩니다. 기존 서버PC나 개인PC에 문서를

보관 했을 경우 바이러스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있었지만

보안이 뛰어난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은 문서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후원자 개발 등을 위한 제안서를 많이 작성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담당자가 혼자 작성하거나 여러 사람이 개별

문서 발송 시 담당자가 다시 편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Office 365 도입 이후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직원들과

공동으로 문서를 실시간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문서 작업

시간이 대폭 단축 되었습니다.

Office 365 도입 이후 직원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은

원노트(OneNote) 였습니다. 

원노트는 개인업무 관리, 회의록 작성 및 공유 등 협업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 사람이 작성

하면 담당자가 다시 취합하고 편집해야 했던 불편함을 벗어나

실시간으로 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고, 정보를 나눌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문서의 정확도도 높아 졌습니다.이제는 복지관

업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Office 365를 활용하면서 협업을 통해 직원들 간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도 장점이지만, 이 높아진

업무 효율로 인해 지역의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 많은 노인과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며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역 사회에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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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ice 365를 사용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사례 -2

뉴질랜드의 비영리 단체

플렁킷 (Plunket)

보안과 커뮤니케이션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뉴질랜드의 비영리 단체 플렁킷 (Plunket, https://www.plunket.org.nz) 은 뉴질랜드 내 어린이들의 사망률을

낮추고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아동들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렁킷이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업무 효율성과 체계성이 부족

하다는 점 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직원들과

소통하기 어려웠으며 논의와 정보 공유를 위해 매번 한 곳에 모여

회의를 하기에는 출장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한 온라인 영상 회의 기능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사용방법을 몰랐습니다.

또 다른 고민은 보안 문제였습니다. 조직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정보에 대한 보호를 위해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수적

이었으나 이를 위한 비용은 기관의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영리단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Office 365를

지원받아 사용하게 된 이후부터 이 고민들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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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365 의 기능 중 플렁킷의 관심을 가장 사로잡았던 것은 화상 회의 기능인 Skype for Business이었습니다.

스카이프(Skype)는 상대적으로 사용하기 쉽고, 메신저와 음성메시지, 영상 회의 까지 통합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모르는 직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접속 가능하여 직원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있는 자원봉사자들과도 쉽고 빠르게 소통 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은 Office 365의 클라우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저장된 정보와 문서를 안전하게 열람함으로써

동일하고 균일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에 저장 된 모든 데이터는 높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출장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직원들끼리

더 자주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원활한

소통으로 인해 효과적인 업무가 이루어졌습니다. 각자의 사무실

혹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며 절약된 시간을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야머(Yammer)라는 내부용 SNS도 플렁킷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이 행사나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야머로 자유롭게 나누고, 활동 사진과 후기, 영상과 음성 등을

공유 하며 서로의 좋은 사례를 나누고 배우며 유대감을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Office 365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메일, Skype

for Business, SharePoint, Yammer 등)를 통해 플렁킷은

정보통신비와 출장 비용을 대폭 절감함으로써 700명 직원들의

안전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플렁킷의 고민은 ‘직원들이 보다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였습니다. 기관 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안에도 고민이 있었지요. 그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

해 줄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Office 365의

도입이었으며 이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해 플렁킷은 협업과 보안,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모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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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ice 365를 사용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사례 -3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근육장애인들이 차별적 사회환경과 중증 진행성 질병 및 그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삶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장애인식개선 및 의료정보제공과 의료 인프라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비영리기관입니다. 

근육장애인들은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코에 모기가 앉았을 때 가려운 것을 알지만 이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늘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근육장애인들은 지적 장애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기술의 힘을 빌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근육 장애인들의 일상 생활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은 접근성이 뛰어나야 하며 몸의 일부를 사용하듯이 익숙하고 편리해야 합니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의 직원 중 대다수는 휠체어에서 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출근을 하기 위해 힘든 몸을 이끌고

준비를 하여 사무실에 나오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 입니다. 그렇다고 가끔 필요한 대면 회의를 위해 이동을 하여 모이는 것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협업을 하거나 업무를 할 때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한국근육장애인협회가 선택하고 도입한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Office 365 였습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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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365의 뛰어난 접근성과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직원들이 사무실이 아닌 곳 어디에서나 가상의 사무

공간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장소에 관계 없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장이 힘든 직원들은 자신의 집에서도 스카이프와 원노트를 활용

하여 다른 사람과 활발한 소통 그리고 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터치가 가능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Surface) 디바이스는

보다 생산성 있는 스마트 워크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은

일상생활의 일부분을 서피스에 의존하게 되었고 서피스를 내려

놓을 때는 ‘식사 할 때, 잘 때, 그리고 휠체어로 빨리 달려야 할 때’

라는 농담을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접근성 높은 기술들은 장애와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술을 통해 그들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면 분명 우리 사회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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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ice 365를 사용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사례 -4

@Rias는 대지진을 겪은 이후 복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력 단체와 봉사자들 간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복구 사업의 규모와 업무량이 증가하며 기존의 업무방식으로는 이를 효율적으로 해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자, Office 365 도입을 통한 변화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Office 365 도입
2011년 3월 진도 9.0의 강진강진으로 발생한 쓰나미가 가마이시(釜石)시를 휩쓸며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Rias는 해당 지역의

복구라는 큰 사업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구 사업을 위해 함께 일하는 스텝과 봉사자들이 100명을 넘기 시작했고, Evernote,

Dropbox, Google Calender 등 기존의 서비스를 끼워 맞춘 운영 시스템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복구 사업은 각

현장의 상황 확인이 빠르게 이루어 져야 하지만 운영진, 직원, 봉사자, 업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를 보는 상황에서 매일 만나

논의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던 당시 @Rias 대표 준이치 씨는 이를 타계할 내부 시스템으로서 Office 365를 고민하게 되었고, 2014년

@Rias는 단계별 이동계획을 통해 사업운영체계를 Office 365로 이전시키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공유를 통해

직원들의 리더쉽을 키우다.

일본의 비영리 단체

@Rias 비영리지원센터
@Rias 비영리지원센터’(@Rias NPO Support Center, http://rias-iwate.net) 는 2004년도에 도시 재건을 목적

으로 설립되어  2011년 대지진 당시부터 정부와 NGO들의 지원을 피해주민들과 연결시키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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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s는 직원들이 새로운 이메일 체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세션 및 매뉴얼을 마련한 후, SharePoint

팀사이트를 만들고, 파일 공유를 위한 원드라이브 (OneDrive) 및 빠르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스카이프를

차례로 도입하였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지원단체로써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은 핵심과제 였습니다.

스카이프는 @Rias에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 회의가 가능하도록 해주었고 이로 인한 업무 효율성은 이전과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Office 365를 도입하면서 생긴 변화는 단순히 업무 효율을

높인 것 이상이었습니다. 복구 프로젝트는 현장직원들이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주도적으로 일해야 하는 업무였습니다.

@Rias는 Office 365를 통해 효율적인 정보 공유시스템을

만들고 이는 수평적인 관리체계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균등한 정보 공유를 통한 수평적인 관리 체계는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 리더십을 갖추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였습니다.

@Rias 대표 준이치 씨는 말합니다.

“과거에는 모든 프로젝트 관련정보가 사령탑 역할을 하는 운영

부서에 머물렀지만, (정보공유로 인해)현장 부서들도 직접

필요한 모든 정보를 열람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운영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빠르고

효과적으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Office 365는 인터넷 연결을 통해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각 응용프로그램 간의 호환성이 높아, 밖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단체 직원들에게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준이치 씨는, @Rias가 Office 365도입을 통해 과거

대비 조직의 효율성이 70% 증가 되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 Dynamics CRM (Microsoft Dynamics CRM)

등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솔루션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전략적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모든 관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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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aka.ms/office365_nonprofi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

및 지원 내용 바로가기

어떤 비영리 조직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Office 365 기증 또는 지원이 가능한 기관은 빈민 구제, 교육 향상, 사회복지 개선, 문화 보전, 환경 보전 및 복구,

인권 향상, 시민 사회 구현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 비영리 단체를 의미하며,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마이크로

소프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 후 비영리단체 IT지원을 위해 설립된 글로벌 NGO인 테크숩(TechSoup)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 및 지원 내용은

테크숩코리아 (http://www.techsoupkorea.kr/faq)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년 9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건상 IT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한국의 비영리

단체 · 비정부 기구들을 위한 별도의 비영리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ffice 365 비영리지원 프로그램이란?

| Office 365 비영리단체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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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https://www.techsoupkorea.kr/join 으로

접속하여 테크숩에 회원 가입을 합니다.

STEP 2

회원가입 후 적격성 확인을 위해 로그인하신 뒤

단체 등록을 꼭 해주세요.

STEP 3

저장을 누르고 난 후, 기관의 고유번호증과 설립인가증 스캔본을

      help@techsoupkorea.kr 로 꼭 보내주세요. 

| 우리단체 적격성 확인하기

* 이미 테크숩에 단체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은 이 절차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로!

적격성 확인 절차 

Office 365를 지원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STEP 4

적격성이 확인이 되면 회원 가입 시에 기입했던 이메일로 토큰(Token)이 갑니다.

토큰은 일련번호와 특수문자, 영문자의 조합형태 입니다. (꼭 잘 간직해 주세요     )

적격성 확인을 받으시면 테크숩에서 제공되는 SW지원, 교육지원 등

모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2년에 한번 적격성 갱신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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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의 글로벌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영문이라고 놀라지 마세요.     )
    http://aka.ms/o365fornonprofitskr_apply

| Office 365 신청하기

진행에 있어 궁금한 사항은 FAQ 페이지 (     http://aka.ms/o365fornonprofitskr_faq) 를 참고하시거나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센터 (☎1577-0700) 혹은 Office 365 상담 전화 (☎ 080-543-0880)를 이용하세요. 

Office 365 상담 연락 가능 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Use your TechSoup Validation Token to sign in.

Sign in2

Sign in

Scroll~

드래그하여 밑으로 내리면 2번 Sign in
버튼을 만나게 됩니다. 누르세요!

테크숩에서 받은 토큰을 넣고 파란 토큰
인증하기(Validate Token)을 누릅니다. 

CLICK~

Sign in by entering your nonprofit's TechSoup Validation Token:

Sign in

Microsoft Product Donations

●●●●●●●●●●●●● Validate Token

인증이 완료되면 하단의 기관 정보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기관을 확인 후,
파란 버튼을 클릭하세요.

According to our records, your organiztion is :

Purme Foundation

123-45-67890

12-3 ABC-dong, DEF-gu

Seoul, 12, 34567

Republic of Korea

Yes, this is correct. Continue to chech my eligibility No, this not the correct organization

클라우드를 눌러 줍니다. 

CLICK~
CLICK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속한
조직에 가장 적합한 플랜을 찾습니다.
    http://aka.ms/o365fornonprofitskr_trials

웹 사이트에서 Office 365 Nonprofit E3
무료 평가 녹색 단추 또는 Office 365 Nonprofit
Business Premium 무료 평가판 녹색 단추를
클릭하여 선택해주세요.

Office 365

Nonprofit E3

무료 평가판

Office 365

Nonprofit Business

Premium

무료 평가판

or

계정을 설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STEP 7 STEP 8

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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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단체를 위한

   Office 365 교육 프로그램

01.  Facebook을 통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보세요!

      http://fb.com/groups/MSNGOCLOUD

NGO Cloud Computing Group은 Microsoft 제품의 외부 전문가인 MVP(Microsoft Most Valuable Professional) 와

Microsoft 직원들이 비영리단체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입니다. 전문가들에게 기관 내

에서 겪고 있는 IT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공유해주세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룹 가입은 커뮤니티 매니저의 확인 및 수락 여부에 따라 이뤄지게 됩니다.

02.  오프라인 비영리 교육 프로그램

- Office 365 도입 예정 기관을 위한 ‘Office 365 체험 교실’
   Office 365 도입 예정인 기관들은 간단한 도입 계획과 함께. NGO Cloud Computing Group Facebook을 통해 Office 365 체험
   교실을 신청해 주세요. 선정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광화문 사옥에서 진행되는 Office 365 체험/교육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2시간 가량 진행)

- 'Office 365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및 Office 365 전문가 방문 프로그램
   (서울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해주세요. 대표번호: 02-786-2962)
 
- #Tech4Good, O365 어벤져스 Day 
   당신의 업무 효율성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오프라인 정기 교육!
   Office 365에 대한 다양한 활용 사례와 유용한 팁들을 짝수 월, 3 번째 목요일, 오후 7시-9시에 만나보세요.

   (내부 사정에 따라 교육일자는 변경 될 수 있으며,

   교육에 대한 정확한 날짜와 장소에 대한 공지는      http://fb.com/groups/MSNGOCLOUD 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03.  온라인을 통한 학습 도구

Office 365 학습 센터 
- Office 365 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학습

   도구들을 살펴보세요.     http://aka.ms/O365_education

04.  Office 365 지원 서비스

빠른 Office 365 (Office 365 Small Business Premium) 도입과 설정을

위한 지원 커뮤니티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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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M이란?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은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의 약자로 고객 관계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객이란 후원자, 수혜자, 회원 등 포괄적인 의미의 고객을 뜻합니다. 이런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모든 영역이 CRM이라 할 수 있으며, 전산화를 통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편리하게

수집하고 공유 할 수 있습니다. 고객관리의 전산화로 비영리단체들은 보다 효율적인 업무와 협업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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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Dynamics CRM Online을

사용해야하는 4가지 이유 

3. 클라우드를 활용한

     편리한 데이터 공유,

    자유로운 업무 환경

Dynamics CRM Online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인증 절차를 거치면 접속 활용 가능하며, Office

365와의 자유로운 연동으로 언제 어디서나 정보 공유와 협업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Dynamics CRM Online은 임직원의 업무 방식에 맞추어 통합된

고객 정보와, 직관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Outlook)과의 연동으로 다른 업무 중에도 빠르게 필요한

정보에 접속할 수 있어 즉각적인 요청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세계가 인정하는

    강력한 보안!

Dynamics CRM Online에 기록된 모든 자료들은 최고 수준의

보안을 자랑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Azure로 저장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Azure는 국제 표준을 준수 함으로서

클라우드에 저장된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각종 온라인 위협으로

부터 사용자의 데이터를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는 사용자가 직접

소유합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활용되거나 정보를 파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저장 및

처리 등에 관한 투명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CRM 온라인 (이하, Dynamics CRM Online)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CRM으로 후원자, 수혜자, 회원 등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서비스는, 높은 호환성과 안정성으로 현재 전세계 CRM 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 CRM이란?

1.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과 호환되는

    효율적인 기록 관리 시스템!

Dynamics CRM Online 은 사용자의 편의에 맞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담 일지, 회원 관리 기록 등 모든 기록을 분기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Excel과 Power BI 를 통한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도 가능

합니다. 또, 아웃룩(Outlook)을 비롯한 및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과의 연동으로 사용자에게 가장 익숙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Dynamics CRM Online 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과의

호환을 통해 후원자, 수혜자, 회원의 정보의 통합관리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내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할수록 도와줍니다.

Dynamics CRM Online은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Dynamics CRM Online을 사용하는 조직은 수혜자

·후원자·고객 관리에 필요한 항목들을 마우스 클릭만으로 쉽게

추가,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 비정기적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위한 별도 관리 항목은 물론, 출결 관리 시스템과 결재시스템과

같은 특수한 항목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4. 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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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namics CRM Online 

  비영리기관 지원 프로그램

Dynamics CRM Online은 많은 이들이 인정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이지만, 비영리단체들이 이를 도입

하기에는 힘든 여건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이 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지원 프로그램 (Dynamics CRM for Nonprofits) 이란?”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에 한하여 Dynamics CRM Online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가격 지원 및,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기존

비영리단체 지원

프로그램 사용료 

Professional Essential Basic

$65 $15 $30

$15 $3.75 $7

(Per User /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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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s CRM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빈민 구제, 교육 향상, 사회복지 개선, 문화 보전, 환경 보전 및 복구,

인권 향상, 시민 사회 구현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 비영리 단체를 의미합니다. 지원 가능한 적격한 기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IT지원을 위해 설립된 글로벌 NGO인 테크숩의 적격성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테크숩코리아로 우리 기관 적격성 문의하기 :  테크숩코리아 / 비영리IT지원센터 

전화 : 070-4900-9291   |   이메일 : help@techsoupkorea.kr

홈페이지 : http://www.techsoupkorea.kr

STEP 1

     http://aka.ms/Dynamics_CRM_trial 에 접속.

Dynamics CRM Online 체험판 시작!

STEP 2

테크숩 (https://www.techsoupkorea.kr/) 에서

적격성 확인 절차 진행! 

STEP 5

지원된 가격으로 최고 효율의

Dynamics CRM Online을 사용!

STEP 3

      http://aka.ms/Dynamics_CRM_billingsupport 에 접속. 

결제 지원센터에 비영리단체임을 인증!

STEP 4

무료 체험판을 비영리단체용으로 교체 후, 인증받기!

Dynamics CRM Online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이트 주소를 참고하여 주세요. 

      http://aka.ms/Dynamics_CRM_info

| Dynamics CRM Online 

  비영리기관 지원 프로그램 시작하기

지원절차

어떤 조직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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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namics CRM Online

  교육 및 상담

Facebook을 통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보세요!

    http://fb.com/groups/MSNGOCLOUD

NGO Cloud Computing Group 은 Microsoft 제품의 외부 전문가인 MVP(Microsoft Most Valuable Profe

ssional) 와 Microsoft 직원들이 비영리 단체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입니다. 전문가들에게 기관 내에서 겪고 있는 IT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공유 해주세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룹 가입은 커뮤니티 매니저의 확인 및 수락 여부에 따라 이뤄지게 됩니다.

Dynamics CRM Online 궁금한 질문들을 Facebook에 올려주시면 전문가들의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영리단체를 위한 오프라인 강의 정보도 이 그룹을 통해 공지 됩니다. 자주 들러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Dynamics CRM Online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기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Dynamics CRM Online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센터를 통해 불편사항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정보 고객센터

비영리 단체의 IT고민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Dynamics CRM Online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http://aka.ms/CRM_Help

CRM 자체 홈페이지 내에서 회원 가입 후, 전자책 및 비디오

교육을 제공합니다.

해당 링크들을 통해 온라인 강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aka.ms/CRM_Lessons

      http://aka.ms/Dynamics_CRM_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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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테크숩 글로벌 : "ICT로 만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

2.테크숩 코리아는? 

테크숩은 세상의 모든 공익단체가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오도록 단체들에게

기술, 자원, 그리고 지식을 종합 지원합니다.

- 테크숩 글로벌 (http://www.techsoup.org)은 전세계 58개 공익단체의 글로벌 네트워크로써, 축적된 ICT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112개국에서 50만개 이상의  공익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5년 6월, 사단법인 비영리IT지원센터 (http://www.npoit.kr) 에서 론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 http://www.techsoupkorea.kr 

-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 외에도 어도비, 시만텍, 박스,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프로그램을

   비영리단체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크숩코리아로 우리 기관 적격성 문의하기 : 

테크숩코리아 / 비영리IT지원센터 

전화: 070-4900-9291

이메일: help@techsoupkorea.kr

평가판 Office 365를 사용해보세요.

평가판을 통해 우리 기관에 Office 365가 적합한지 확인해보세요.

평가판을 사용하는 동안 최대 25명의 사용자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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