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단체의 COVID19 로 인한 업무환경변화를 위해 

Office365 와 Microsoft Teams 를 지원합니다! 

 
 

COVID-19 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조직들이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리

모트워크는 단순히 COVID-19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만 있는게 아니라 조직들이 보다 효

율적인 업무방식을 고민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기술을 활용하여 원하는 환경에서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Office 365와 Teams의 가격지원,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Office 365 도입으로 디지털업무환경 구축하기 

마이크로소프트 Office 365는 비영리단체 직원과 자원 봉사자가 언제 어디서나 ‘함께’ 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여, 실시간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손쉬운 협

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Office 365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신버

전의 Office를 모바일, PC 및 Mac에서도 동일하게 설치 혹은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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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숩코리아/비영리 IT지원센터 l http://www.techsoupkorea.kr 

 T. 070-4167-5115 l E. help@techsoupkorea.kr  

COVID-19로 인한 비영리 단체의 업무환경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는 3월 

12일부터 6개월간 비영리 단체의 자원 봉사자에 대해서도 Office 365 Nonprofit E1 요금

제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이후에는 F1 요금제로 전환하거나 유료로 E1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에 한하여 Office 365 도입 가격을 지원하

고 있으며, 글로벌 NGO인 테크숩 코리아가 적격성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마이크로소

프트의 비영리단체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적격성 확인을 신청하시기 이전에 아래 자격요

건을 확인해주세요! 

◼ https://www.microsoft.com/en-us/nonprofits/eligibility [영문] 

 

◼ 테크숩 코리아에서 비영리단체 적격성 확인하는 방법 

1. https://www.techsoupkorea.kr/join 으로 접속하여 테크숩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2. 회원가입 후 적격성 확인을 위해 로그인 후 단체 등록을 합니다. 

3. 기관 고유번호증과 설립인가증의 스캔본을 help@techsoupkorea.kr로 송부합니다. 

4. 적격성이 확인 되면 인증 완료 안내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적격성 확인을 받으시

면 테크숩을 통해 각종 기부/할인 SW 및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4년에 한번 적격성 갱신 절차가 필요합니다. 

 

 

 

 

2. Microsoft Teams 무료로 이용하기 

마이크로소프트는 원격근무와 협업을 돕는 Teams를 무상으로 비영리단체에게 제공합니

다. Teams는 통합 커뮤니케이션과 공동 작업을 위해 채팅, 화상 회의, 파일 저장 및 공유 

등의 기능을 결합한 플랫폼입니다. Teams를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팀즈 신청 절차 

1. 마이크로소프트 비영리포탈 가입  

① ‘Register’ 버튼 클릭 

② 국가 선택 후 단체 정보 입력 및 인증 서류 제출 (*테크숩 사이트에서 인증된 

http://www.techsoupkorea.kr/
mailto:help@techsoupkorea.kr
https://www.microsoft.com/en-us/nonprofits/eligibility
https://www.techsoupkorea.kr/join
mailto:help@techsoupkorea.kr
http://nonprofit.microsoft.com/


 

 

 

단체는 서류 제출 생략) 

③ 정보 제출 후 비영리 포탈에서 이메일 주소 인증 

④ 적격성 인증 대기 (약 2-3일, 최대 10일 소요) 

2. 테크숩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솔루션 상담신청폼 작성 후 제출  

3. 전화 상담을 통해 적절한 비영리용 클라우드 요금제 선택 및 구독 

4. 마이크로소프트 365 포탈에 로그인한 후 Teams 앱 실행 

 

3. Microsoft Office365/Teams 웨비나 

◼ 주제: Microsoft Office365/Teams를 활용한 슬기로운 직장생활 

◼ 일시: 2020년 4월 22일(수) 16:00~16:40 (40분) 

◼ 프로그램  

시간 강의주제 강사 

16:00~16:20(20’) 비영리단체 O365 및 Teams 무료이용방법 이희진 MVP 

16:20~16:30(10’) 리모트워크를 시행하기 위해 Teams 활용팁 고석우 팀장 

16:30~16:40(10’) Teams 활용한 사회복지시설 리모트워크 성공사례 황흥기 팀장 

◼ 강사소개:  

1) 이희진 MVP (Microsoft Office Apps and Services MVP) 

2) 고석우 팀장 (서울사회복지사협회 팀장) 

3) 황흥기 팀장 (우리마포복지관 팀장) 

◼ 사전등록: https://url.kr/oEvkWP  

* 사전등록해주신 분들께 발표자료와 접속링크를 사전에 발송해드립니다. 

* 사전등록해주신 선착순 10분께는 커피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 문의: 이희진 MVP (T. 010-6730-4107 E. srh1004@mcloudtutor.com) 

 

4. 비영리단체용 Office365 및 Teams 프로그램 문의하기 

비영리단체용 Office365 및 Teams 프로그램 문의는 페이스북 NGO Cloud Computing 

Group 에 문의해주세요! 

Facebook: http://fb.com/groups/MSNGO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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