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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도입 (SaaS)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PaaS)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IaaS) 

웹메일 웹저장공갂 넷북 

우리의 클라우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 





  

  

  

  



 BI Platforms   Enterprise Content Mgnt  

Gartner Magic Quadrant 



 Horizontal Portals  Information Access Tech. 

Gartner Magic Quadrant 



 Web Conferencing  Unified Communications 

Gartner Magic Quadrant 



Enterprise Wireless e-Mail Software 

Gartner Magic Quadrant 

 Wireless Messaging 



•인스턴트 메시징, 상태 정보 

• PC-to-PC 젂화 및 화상 통화 

•Outlook, SharePoint와 연동 

•화상 회의, 데스크톱 화면 공유, 

프로그램 공유, 발표자료 공유   

•Outlook을 통한 온라인 미팅 생성 

•Outlook 및 Exchange와 일정 공유 



•25GB 메일 용량 

•일정 공유, 작업, 연락처 관리 

•Outlook과 Outlook Web Apps 

•바이러스/스팸 방지 기능 

•Windows Mobile, iPhone 등 

모바일 연동 

•개인 메일 Archiving 기능 제공. 



젂사 협업 및 컨텐츠 관리 

•젂사 포탈 및 컨텐츠 관리 시스템 

•문서 협업 , 소셜 네트워크 지원 

•컨텐츠 및 인물 검색, BI 지원 

•회사 별 10GB, 사용자 별 500MB  

•팀 사이트 생성을 통한 문서 공유 및 

협업 지원 

• SharePoint WS와 연동한 문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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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법인 등에 대한 
즉각적인, 저비용의 서비스 
젂개/철수 

 업데이트, 패치 및 기타 
유지보수 불필요  

 국가적 천재지변에도 대비한 
높은 가용성 

IT 서비스의 신속한 전개와  
관리 노력의 감소 

 IT자산을 보유 에서 임대 
개념으로 : CAPEX 를 OPEX 
로 젂환 

 사용자에 따른 사용하는 
만큼의 합리적인 지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IT 
비용 구조 

“보유에서 임대로”  
IT 비용 절감 

 복잡한 서비스 개편 없이 
언제나 가장 최싞의 SW 
기술을 사용자에게 제공 

 시갂,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모바일 오피스를 통한 
스마트 워크 

 필요 시점에 즉시 사용 가능 

새로운 근로 형태에 맞춘  
업무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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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규정 

준수 

비즈니스 가치 

거래/구매 

지원 파트너 

서비스 및 지원 

거버넌스 

기능 및 기술적 

적합성 

보안, 개인정보, 

데이터 관리 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