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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플러그인
기능 및 메뉴 소개
OFFICE PLUGIN FEATURES & MENU



다양한 발송 옵션

• 대용량 파일 및 폴더 첨부
• 파일 탐색기
• 수신 확인 및 알림
• 개별 발송
• 매크로 발송
• 예약발송
• 이메일 회수

효율적 협업

• 조직도 관리
• 실시간 피드백 채팅
• 이메일 별 메모
• 구글 캘린더, 태스크 및

주소록 연동
• Microsoft Teams 연동
• 공통 양식 및 주소 템플릿

강력한 이메일 보안

• 스팸관리
• 메일 및 파일 암호화
• 이메일 발송 승인 설정
• 이메일 발송 제한
• 파일 확장자 별 업로드 제한
• 외부 수신자 확인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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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플러그인"은 아웃룩 애드인 솔루션으로 아웃룩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사용자들이 꼭 필요로 할 만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대용량 파일첨부, 수신확인 및 알림, 개별 발송 등의 이메일 발송 옵션을
제공할 뿐 아니라 협업 및 이메일 보안 강화를 위한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아웃룩 애드인



📁📁승인 메일
• 기본설정
• 승인 메일 관리
• 결재자 통계

📁📁보안 및 실수 방지
• AD 연결 확인
• 보내기 전 확인
• 외부 수신자 확인
• 첨부파일 암호화
• 안티 스팸 설정

📁📁외부 애플리케이션
• Microsoft Teams

📁📁시스템
• 관리자 계정
• 데이터베이스
• 디스크
• 플러그인 오류 로그

📁📁사용자 관리
• 사용자 관리
• 세션 관리

📁📁추가 기능
• 수신확인 설정
• 예약 발송 설정
• 메시지 회수 설정

📁📁대용량 첨부
• 기본 설정
• 허용 IP 설정
• 대용량 메일 관리
• 대용량 파일 관리
• 다운로드 로그
• 월별 사용량 통계
• 사용자별 발송 통계

📁📁조직도
• 기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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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관리자 도구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아웃룩 애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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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수신 알림, 수신확인, 피드백 댓글에
대한 새로운 알림을 제공합니다.

☑알리미

• 대용량 첨부파일로 전송된 모든 파일
리스트를 보여주는 메뉴입니다.

☑파일함

• 추가기능, 메일, 알림, 구글연동에 대한
세부 설정을 변경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환경설정

• 수신인이 직접 수신 이메일을 스팸으로
신고하거나 안전 메일로 평가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스팸관리

• 수신 이메일에 대한 상세 응답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응답 옵션

• 별도 보관이 필요한 이메일을 다양한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파일 내보내기

• 저장된 조직도 정보를 빠르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조직도 검색

• 오피스 플러그인의 수신확인 발송 옵션을
활용해 전송된 이메일의 수신확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수신확인

• 전송된 예약 메일의 발송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예약발송 확인/취소

• 피드백 채팅, 메모, 템플릿, 대용량 파일
첨부 기능을 오른쪽 고정 패널 메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메뉴입니다.

☑추가기능

• 피드백 채팅 목록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피드백 채팅

• 빠르게 파일을 찾아 이메일에 첨부하거나
이메일 내 파일을 저장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메뉴입니다.

☑파일 탐색기

아웃룩 홈 탭 -
오피스 플러그인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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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플러그인 탭 메뉴

• 조직도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는 메뉴입니다.

☑조직도 관리

• 발송 승인이 필요해 결재를 요청한 모든
이메일 목록과 이의 결재 및 발송현황을
조회해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기안함

• 이메일 발송에 대한 승인이 완료된
이메일들을 보여주는 메뉴입니다. 

☑결재함

• 결재 요청을 받은 승인요청 이메일에
대한 알림을 보여주는 메뉴입니다.

☑결재 알리미

• 내 아웃룩에서 수신 및 전송한 모든
이메일 주소들을 CSV 파일 형태로
내보낼 수 있게 지원하는 메뉴입니다.

☑내보내기

• 오피스 플러그인의 최신 업데이트
버전을 받아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업데이트

• 오피스 플러그인을 통해 작성한 메모를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지원하는
메뉴입니다.

☑메모검색

• 이메일로 보낸 모든 첨부파일을 검색할
수 있게 지원하는 메뉴입니다.

☑ 첨부파일 검색

• 중복 이메일을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메뉴입니다.

☑중복제거

• 오피스 플러그인에 대한 환경설정이
가능한 메뉴입니다.

☑환경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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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메일
발송 옵션 활용하기
Leverage various email sending options



1. 대용량 파일 및 폴더 첨부해 이메일 전송하기

• 대용량 파일 및 폴더를 바로 이메일에
첨부해 전송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오피스 플러그인 설치 후 아웃룩에서
새 전자 이메일 → 아웃룩 메시지 탭
내 오피스 플러그인 메뉴 → 대용량
첨부 / 폴더 첨부 를 클릭합니다.

• 대용량 첨부 / 폴더 첨부를 클릭하면
대용량 파일 선택 / 폴더 찾아보기
팝업창이 나타남과 동시에 우측에
오피스 플러그인 추가기능 메뉴
패널이 함께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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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파일 및 폴더 📁📁
첨부하기



• 첨부하고자 하는 파일 혹은 폴더를
클릭해 파일 첨부를 완료합니다.

• 파일 첨부가 완료되면 우측의
오피스 플러그인 추가기능 패널에
첨부가 완료된 파일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관기간 을
설정하거나 위치지정 을
체크해 이메일 내 첨부파일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용량은 관리자 도구에서
언제든지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초기
세팅은 첨부파일 당 2GB를
지원합니다.

• 상단의 오피스 플러그인 대용량
첨부 / 폴더 첨부 메뉴를 클릭하지
않고 아웃룩 우측에 나타나는
오피스 플러그인 추가기능 패널을
통해 대용량 파일 및 폴더를 손쉽게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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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파일 및 폴더 📁📁
첨부하기



• 추가적으로 파일 압축과 암호화가
필요한 경우 오피스 플러그인
추가기능 패널 → 대용량 첨부 탭
을 클릭해 하단의 파일 추가
메뉴에서 파일 혹은 폴더 추가를
클릭해 파일/폴더를 업로드
합니다.

• 업로드가 완료 되었다면 우측에
위치한 압축 후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 압축파일 명과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압축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 압축과 암호화가 완료된 파일은
상단의 메뉴로 이동하게 되며
메일 내용을 작성해 이메일을
전송하면 압축 및 암호화 된
이메일을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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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파일 및 폴더 📁📁
첨부하기



2. 전송한 대용량 첨부파일 및 폴더 확인하기

• 대용량 파일 및 폴더 첨부하기
기능을 활용해 첨부 및 전송한
파일 및 폴더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웃룩 홈 탭에서 오피스
플러그인 메뉴 내 파일함
아이콘을 클릭하면 대용량
파일함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이
팝업 창을 통해 전송한 대용량
파일 및 폴더 목록 뿐 아니라
다운로드 횟수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 플러그인의 탭 메뉴 →
첨부파일 검색을 활용하면
이메일 전송 시 첨부한 모든
파일들을 한 번에 검색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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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파일 및 폴더 📁📁
첨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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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메일 혹은 첨부파일을 바로 드래그해 옮기기

• 아웃룩 데스크탑 버전은 이메일이나 첨부파일의 드래그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웃룩에서 이메일이나 첨부파일을 타사의 앱 (카카오톡,
포토샵과 같은 Adobe 툴)으로 드래그해 첨부 혹은 저장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 플러그인을 활용하면 손쉽게 이메일 및 첨부파일을 드래그 & 드롭
기능을 활용해 다른 앱에서 열람하거나 저장하거나 동료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 기능 지원 🖱🖱
(Drag & Drop)



1. 파일 탐색기를 활용해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기

• 아웃룩 홈 화면에서파일 탐색기아이콘을 클릭합니다.

17

• 파일 탐색기는 아웃룩에서 필요한 파일을 바로 찾아 이메일에 첨부하거나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원하는 위치로 바로 저장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내 컴퓨터 뿐 아니라, OneDrive 등 원하는 장소에 파일을 바로 드래그 앤 드랍
기능을 활용해 손쉽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파일 탐색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웃룩 우측에 파일
탐색기 창이 나타납니다.

파일 탐색기
활용하기 🔍🔍



• 파일 탐색기 창에서 원하는 파일이
저장된폴더를 클릭하면 해당 폴더
내 저장된 파일이 아래 패널에
보여집니다.

• 원하는 파일을 클릭해 이메일로
드래그 해 추가해줍니다. (드래그
앤 드랍 기능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파일을 이메일로 끌어다 놓으면
파일이 바로 첨부됩니다.

•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이미지를 메일 내용에 추가할지
파일 형태로 첨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검색창에서 파일명
검색이 가능합니다. 첨부하고자
하는 파일을 검색을 통해 손쉽게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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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탐색기
활용하기 🔍🔍



2. 이메일 및 첨부파일 파일 탐색기로 바로 저장하기

• 오피스 플러그인의 파일
탐색기는 단일 탐색기 패널
내에서 파일 첨부와 파일 저장
기능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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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아웃룩 홈 화면에서 파일 탐색기 아이콘을 클릭해 파일 탐색기
기능을 활성화 해 줍니다.

• 우측에 파일 탐색기가 나타나면 저장하고자 하는 이메일 혹은 첨부 파일을
선택한 후 저장을 원하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 아래 파일들을 보여주는 패널에 저장을 원하는 파일을 끌어다 놓으면
손쉽게 해당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일 탐색기
활용하기 🔍🔍



1.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 첨부하기

• 아웃룩에서 새 전자 이메일 →
오피스 플러그인 상단 메뉴 →
클라우드 첨부 를 클릭합니다.

• 일반 / 대용량 / 이미지 첨부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파일 선택 팝업창이 나타나면 구글
계정 추가 를
클릭해 사용하고자 하는 구글
계정을 추가해 줍니다.

• 로그인을 통해 구글 계정의 연동이
완료되었다면 첨부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해 선택완료를
클릭하면 첨부가 완료됩니다.

• 구글 계정 연동을 통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가져와 이메일에
손쉽게 첨부할 수 있습니다.

20

구글 클라우드 ☁
연동해 파일 첨부하기



• 이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 내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 뿐 아니라 검색 및 캡쳐를 통해 손쉽게 이메일에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1. 이메일에 이미지 파일 첨부하기

• 아웃룩에서 새 전자 이메일 →
메시지 탭의 오피스 플러그인 메뉴
→ 이미지 첨부 를 클릭합니다.

• 내 디바이스에 저장된 이미지 뿐
아니라 네이버 및 Bing 이미지
검색을 통해 필요한 이미지를 빠르게
첨부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이모지를 첨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활성화 된 프로그램
창을 스크린샷으로 첨부하거나 보고
있는 화면을 캡쳐해 바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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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파일 🖼🖼
첨부하기



• 이메일에 캠사진 및 오디오 파일을 바로 첨부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1. 이메일에 미디어 파일 첨부하기

• 아웃룩에서 새 전자 이메일 →
오피스 플러그인 메뉴 →
미디어 첨부 를 클릭합니다.

• 캠사진 첨부를 클릭하면 웹
캠(Web Cam) 캡쳐본을 바로
이메일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오디오 녹음을
클릭해 바로 내 목소리를
녹음해 이메일에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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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파일 🎬🎬
첨부하기



• 네이버 지도 검색을 통해 정확한 위치 조회 및 지도 첨부가
가능합니다.

1. 이메일에 지도 첨부하기

• 아웃룩에서 새 전자 이메일 →
오피스 플러그인 메뉴 →
지도첨부 를 클릭합니다.

• 첨부를 원하는 주소를
검색창에서 검색합니다.

• 첨부를 원하는 주소를 선택해
지도 삽입을 클릭하면 지도와
함께 주소가 이메일 내에
첨부되게 됩니다.

• 이메일 내 삽입된 지도를
확인한 후 이메일을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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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첨부하기



1. 수신 확인 기능 활용하기
• 이메일 전송 후 상대방이 이메일을

열람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수신 확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 플러그인 설치 후 아웃룩에서 새
전자 이메일 → 발송옵션 → 수신확인
기능 사용에 체크한 후 이메일을
전송하면 내가 보낸 이메일을 상대방이
언제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몇 번이나
이메일을 열람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 플러그인 초기 설정은 수신확인
옵션이 해지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수신확인기능을 활용하시려면 꼭
수신확인 기능 사용에 체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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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확인하기



2. 수신 확인 여부 확인하기

• 수신확인 기능 사용을 체크해 전송한 이메일의 수신확인 여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알리미에서 확인하기

• 내가 수신확인 기능 활용에 체크해 전송한 모든 메일에 대한
수신 확인 여부 및 새 메일 수신 목록을 확인하고 싶을 때
알리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아웃룩 초기 화면의 오피스 플러그인 메뉴 중 알리미
를 클릭합니다.

• 표시방법 하단의 두가지 체크박스 메뉴 중수신 확인에
체크하면 메일 열람에 대한 상세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이메일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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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확인하기



2) 수신확인에서 확인하기
• 아웃룩 상단의 오피스 플러그인 기본 메뉴에서 수신확인

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을 통해 메일 수신확인 기능을 활용해
전송한 이메일 전체에 대한 수신확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발신자, 수신자, 이메일 제목에 대한 정보 부터
이메일 읽음확인 여부, 작성 일시와 상대방이 이메일을 읽은
날짜와 시간 까지 수신 확인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낸 이메일
• 특정 이메일에 대한 상세한 수신확인 정보를 확인하고 싶을

때 보낸 이메일 수신확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낸 편지함에서 수신확인 여부를 확인 할 이메일을 열어
오피스 플러그인 내 수신확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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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확인하기



• 보낸 편지함 → 수신확인 할 이메일 열기 → 수신확인 클릭

• 보낸 이메일 내의 수신확인을 클릭하면 특정 이메일에 대한
수신확인 정보를 좀 더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신인의 메일주소와 수신인 명 그리고 읽은 날짜와 열람 수 뿐
아니라 클라이언트 정보 값 까지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팝업 창 상단의 결과 분석을 클릭하면 보낸 이메일에
대한 이메일 발송에 대한 상세 분석결과 또한 확인이 가능하고
CSV 변환을 클릭하면 수신확인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해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수신자이메일주소 수신자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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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확인하기



1. 개별 발송으로 이메일 전송하기

• 동일한 이메일을 여러 명에게
1:1로 발송해야 할 때 개별발송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 플러그인 설치 후
아웃룩에서 새 전자 이메일 →
발송옵션 → 개별발송 에
체크한 후 이메일을 전송하면
함께 보내는 수신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노출하지 않고도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활용 팁!
I. 전체 공지사항
II. 뉴스레터
III. 프로모션
IV. 감사인사
V. 새해 인사 및 연하장

• 개별 발송된 메시지는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목 앞에 (개별발송)이 표시됩니다. 

2. 개별 발송된 이메일 확인하기

28

개별 발송하기



1. 매크로 발송 - 아웃룩 연락처 업데이트 하기
• 여러 명에게 동일한 이메일을 수신자의 조직명, 부서, 이름 및

직함정보를 반영해 개별적으로 전송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개인화 이메일 전송이 필요한 경우 이름, 회사명, 부서 및 직함과 같은
커스텀 필드를 이메일에 추가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name}} : 수신자 ‒ 이름
• {{email}}: 수신자 - 메일주소
• {{company}} : 수신자 ‒ 회사/그룹
• {{department}} : 수신자 ‒ 부서
• {{jobtitle}} : 수신자 ‒ 직함

• 연락처 정보 업데이트하기

• 매크로 발송은 아웃룩의 연락처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메일에
삽입 할 매크로 값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아웃룩
연락처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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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발송 활용하기



• 새 전자 이메일 → 발송옵션 →   
매크로 발송 을 선택합니다.

• 매크로 발송은 개별발송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발송옵션에서 매크로 발송을
클릭하면 개별발송이 자동으로
활성화 됩니다.

• 매크로 발송 및 개별발송이 활성화
됨과 동시에 매크로 값을 추가할 수
있는 매크로 삽입 메뉴가 우측에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name}} : 연락처 – 이름

{{department}} : 연락처 – 부서 {{jobtitle}} : 연락처 – 직함

{{company}} : 연락처 – 회사/그룹

[아웃룩 연락처][오피스 플러그인 매크로 값]

• 오피스 플러그인에서 가져오는 아웃룩 주소록 정보 값

• {{name}} : 연락처 ‒ 이름
• {{company}} : 연락처 ‒ 회사/그룹
• {{department}} : 연락처 ‒ 부서
• {{jobtitle}} : 연락처 - 직함

• 표시 방법 (E)
• 회사 (P)
• 부서 (A)
• 직함 (E)

2. 매크로 발송 기능을 활용해 이메일 전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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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발송 활용하기



• 매크로 삽입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후 이메일 내용에
삽입하고자 하는 매크로 값을
클릭해 이메일 제목 및 본문에
삽입해 줍니다.

• 매크로 값 삽입 후 보내기를
클릭하면 매크로 발송 확인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 삽입한 매크로 값 중
연락처에 저장되지 않은 값이
있을 경우 이메일 전송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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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발송 활용하기

• 수신자가 이메일 예시)

• 매크로 삽입 예시)



1. 예약 발송으로 이메일 발송 예약하기

• 오피스 플러그인의 예약 발송 기능을
활용하면 원하는 일자와 시간을
설정해 이메일을 예약발송 할 수
있습니다.

• 아웃룩에서도 배달지연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욱룩 혹은
컴퓨터를 종료한 경우에는 배달 지연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오피스 플러그인의
예약발송을 활용하면 원하는 발송
시간을 10분 단위로 지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웃룩 혹은 컴퓨터가 꺼진
상태에서도 설정한 시간에 예약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새 전자 이메일 → 발송옵션 →
예약 발송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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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발송하기



• 발송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예약발송 설정 팝업 창이 나타나면 예약시간
설정 메뉴에서 이메일 발송 예약 시간을 10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시간과 예약시간을 선택하고 예약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메일 내용을 업데이트 한 후 보내기를 클릭해 이메일 발송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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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발송하기



2. 예약 발송 취소하기

• 먼저 보낸 편지함을 클릭합니다.
• 예약발송을 취소하고자 하는 이메일을 선택한 뒤 아웃룩 홈 탭의 오피스

플러그인 메뉴에서 예약발송 확인/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예약발송 확인 팝업창이 나타나면 예약 취소할 이메일을 체크하고
우측상단의 예약취소를 클릭하면 선택하신 ‘예약 메일을 발송
취소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창에 예(Y)를 클릭합니다.

• 예약 발송 취소가 완료되면 예약발송 상태가 대기에서 발송취소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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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발송하기



1. 메시지 회수 설정 활성화 하기

• 오피스 플러그인의 메시지 회수 기능을 활용하면 잘못 보낸 이메일을
언제든 회수해 올 수 있습니다.

• 먼저 관리자 도구 → 추가기능 → 메시지 회수 설정에서 메시지 회수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체크합니다.

• 메시지 회수 기능을 활용할 사내 도메인을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 이메일 회수 기능은 같은 이메일 도메인을 쓰고 있는 사내에서만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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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회수하기



2. 이메일 회수하기
• 먼저 보낸 편지함을 클릭합니다.
• 회수하고자 하는 이메일을 열어

상단의 메시지 → 오피스
플러그인 메뉴의 메시지 회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메시지 회수 팝업 창이 뜨면
받는사람, 참조, 숨은참조 수신자
정보가 나타나고 회수 가능
여부를 우측의 상태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수하고자 하는 수신자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아래의
회수버튼을 클릭하면 메시지
회수 작업 시작 알림 창이
나타납니다.

• 메시지 회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면 메시지 회수
결과를 알려주는 알림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 뿐만 아니라 보낸 이메일을 열어
메시지 탭 오피스 플러그인 메뉴
내 메시지 회수 아이콘을
클릭하면 메시지 회수 상태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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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회수하기



효율적 협업 기능
활용하기
Leverage Collaboration Features



1. 조직도 만들기

• 오피스 플러그인의 조직도 기능을 활용하면 이메일을 그룹 및 부서 별로
전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신자를 '받는사람', '참조', '숨은참조'로
나누어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아웃룩의 오피스 플러그인 탭 메뉴 → 조직도 관리 → 조직도를 클릭해
조직도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1) 직위/직책 추가하기
• 내부 조직도에서 사용할 직위/직책은 직위/직책 탭에서 새 직위/직책

추가 버튼을 클릭해 미리 추가해 줍니다. 직위/직책에 미리 등록이 되지
않은 직책은 오피스 플러그인 조직도에서 활용할 수 없습니다.

38

조직도 활용하기



2) 새 그룹/새 부서 추가하기
• 조직도에 새 그룹, 새 부서 및 새 구성원 추가를 통해 구성원을 언제든

추가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새 그룹: 회사, 조직 명 등 그룹을 대표할 이름으로 입력합니다.
• 새 부서: 세일즈, 마케팅 등 큰 조직 아래 부서 명을 입력합니다.

• 조직도 탭의 엑셀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해 팀의 조직도를
일괄적으로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3) 결재자 관리
• 별도로 이메일 승인 프로세스를 도입해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조직도

관리 내에서 결재자 관리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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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활용하기



1. 구글 캘린더 연동하기

• 구글 계정과의 연동을 통해 구글 캘린더를 아웃룩 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웃룩 좌측 하단 메뉴에서 캘린더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에 있는 오피스 플러그인 상단 메뉴에서 캘린더 연동을
클릭합니다.

 캘린더 연동 팝업창이 뜨면 +캘린더 추가 → 계정로그인을
클릭해 연동하고자 하는 구글 계정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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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연동하기

 구글 캘린더 계정 액세스 허용을 클릭합니다.
 아웃룩에서 사용할 캘린더 이름을 지정 후 캘린더 저장을

클릭합니다.



• 구글 계정과의 연동을 통해 구글 주소록을 아웃룩 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웃룩 좌측 하단 메뉴에서 주소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피스 플러그인 상단 메뉴에서 주소록 연동을 클릭합니다.

 + 주소록 폴더 추가 → 계정 로그인을 클릭해 연동하고자 하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주소록 연동 팝업창이 뜨면 +주소록 폴더 추가하기 →
계정로그인을 클릭해 연동하고자 하는 구글 계정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구글 주소록 계정 액세스 허용을 클릭합니다.
 아웃룩에서 사용할 주소록 이름을 지정한 후 주소록 저장을

클릭합니다.

2. 구글 주소록 연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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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연동하기



• 구글 계정과의 연동을 통해 구글 태스크를 아웃룩 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웃룩 좌측 하단 메뉴에서 작업 (할일)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피스 플러그인 상단 메뉴에서 할일 연동을 클릭합니다.

3. 구글 태스크 (할일) 연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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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 일 폴더 추가 → 계정 로그인을 클릭해 연동하고자 하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주소록 연동 팝업창이 뜨면 + 할 일 폴더 추가하기 → 계정
로그인을 클릭해 연동하고자 하는 구글 계정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구글 연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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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주소록 계정 액세스 허용을 클릭합니다.

 아웃룩에서 사용할 주소록 이름을 지정한 후 주소록 저장을 클릭합니다.

구글 연동하기



1. 피드백 채팅 활용하기

• 피드백 채팅은 이메일 내에서 오피스 플러그인 사용자 간의 실시간
채팅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오피스 플러그인을 활용해 전송한 이메일에
한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받은 편지함 혹은 보낸 편지함에서 피드백 채팅을 시작할 이메일을
선택합니다.

• 상단의 오피스 플러그인 메뉴 중 추가 기능을 클릭해 우측의 메뉴 패널을
활성화 시키거나 피드백 채팅 아이콘을 클릭해 채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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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피드백 채팅



• 우측의 오피스 플러그인 패널에서 피드백 탭 하단의 댓글 창에 채팅
내용을 입력 후 전송을 클릭합니다.

• 채팅 뿐 아니라 첨부파일 혹은 이미지 파일 전송 또한 가능합니다.

2. 피드백 채팅 메뉴 확인하기

• 상단메뉴
대화검색: 대화 내용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채팅방 팝업: 채팅방을 별도의 창으로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메뉴:

통합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채팅에
대한 알림 수신여부, 즐겨찾기, 대화
다운로드 받기, 채팅방 이름 변경 및
프로필 설정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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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피드백 채팅



• 참여자 목록
• 피드백 채팅창 좌측

하단의 참여자 목록을
클릭하면 대화 참여자
목록 및 접속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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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피드백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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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드백 채팅 확인하기

• 작업표시줄 알람
새로운 피드백 채팅 알림은
작업 표시줄에 표시됩니다.

• 피드백 채팅 목록
아웃룩 홈 화면 → 상단의
오피스 플러그인 메뉴 →
피드백 채팅을 클릭하면
피드백 채팅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 플러그인 추가기능 메뉴
패널

• 보낸 편지함 → (오피스
플러그인 상단의) 추가
기능 → 피드백 탭을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실시간 채팅
내용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드백 채팅에 대한 알람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피드백 채팅



1. 아웃룩에서 바로
Microsoft Teams 채팅 열기

• 현재 조직에서 Microsoft
Teams를 활용하고 있다면
별도의 연동을 통해 바로
Microsoft Teams 채팅창을
열 수 있는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받은 이메일 혹은 보낸
이메일에서 Teams 채팅을
원하는 수신 및 발신자 이름을
오른쪽 클릭하면 Microsoft
Teams창을 바로 열 수 있는
채팅 열기 메뉴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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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Teams 채팅 연동



1. 메일에 메모 추가하기

• 받은 편지함 혹은 보낸 편지함에서
메모 추가를 원하는 이메일을 클릭
후 아웃룩 홈 오피스 플러그인
상단메뉴에서 추가기능 →
추가기능의 메뉴 탭 → 새 메모를
차례로 클릭해 메모 내용을
추가해줍니다.

• 오피스 플러그인의 메모 기능을
활용하면 이메일에 메모를 추가하고
그 메모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잊지 말아야 할 회의록, 제출 마감일
등을 이메일 별로 기록해 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제든 메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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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하기



2. 메모 기능 메뉴 확인하기

• : 새로운 메모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 메모를 상단에 고정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메모 배경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메모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메모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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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하기



3. 메모 검색하기

• 작성해 놓은 메모를 언제든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메모를 찾을 이메일을 선택한
후오피스 플러그인
상단메뉴에서 추가기능을
클릭합니다.

• 추가기능 패널에서 확인하기
:우측의 추가기능
패널에서 메모 검색 탭
클릭해 검색 창에 검색할
단어를 입력 하면 검색
단어와 관련된 메모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메뉴 메모검색에서 확인하기
: 아웃룩 오피스 플러그인
탭 메뉴의 메모검색을
클릭하면 메모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메일 열기를 클릭해
메모를 추가한 이메일
또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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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하기



• 자주 사용하는 메일 포맷을 템플릿으로
저장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즉시 불러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활용 사례
• 이메일 서명
• 공지사항
• 뉴스레터
• 고객 상담기록
• 발주서
• 업무 일지
• 휴가 신청서

1. 템플릿 생성 및 저장하기

• 새 전자 메일 → 메시지 탭에서 오피스 플러그인 메뉴의 추가 기능 →
오피스 플러그인 우측 패널 메뉴 → 템플릿 탭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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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활용하기



• 템플릿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메일 포맷을 작성하고 우측
패널의 템플릿 탭의 새 템플릿을
클릭해 저장할 템플릿 이름을
입력해 템플릿을 저장해 줍니다.

• 추가적으로 발신인, 수신인 정보
및 개별발송, 매크로 발송 옵션도
옵션 선택을 통해 함께 저장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내는 계정 주소 정보
• 수신, 참조, 숨은참조 정보
• 개별, 매크로 발송 옵션 설정

정보

• 템플릿 변경
• 템플릿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템플릿을 더블
클릭해 불러온 다음 내용
수정 후 변경내용 저장을
클릭해줍니다. 53

템플릿 활용하기



2. 템플릿 활용하기

• 저장해 두었던 템플릿을 활용하려면 새 전자 메일 → 오피스 플러그인 우측
메뉴 패널 → 템플릿을 차례로 클릭한 후 내 템플릿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템플릿을 더블 클릭해 불러옵니다.

• 적용된 템플릿에 추가적으로 내용을 추가한 뒤 보내기를 클릭해 이메일을
전송합니다.

[뉴스레터 템플릿 적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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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활용하기



•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수신자 목록을 그룹별로 생성해 필요 시 빠르게
불러와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받는 사람, 참조 정보에 포함된 사람이 많아 기억하기 힘든 경우나 항상
동일한 이메일 그룹에 이메일을 발송할 일이 많은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템플릿 생성 및 저장하기

• 새 전자 메일 → 메시지 탭에서 오피스 플러그인 메뉴의 추가 기능 →
오피스 플러그인 우측 패널 메뉴 → 주소 템플릿 탭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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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템플릿 활용하기



• 보낸 사람, 받는 사람에 주소
템플릿으로 저장하고자 하는
수신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합니다.

• 새 주소 템플릿 버튼을 클릭해
저장할 템플릿 이름을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 오피스 플러그인 주소 템플릿은
보내는 계정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소 템플릿 저장 시
보내는 주소를 함께 저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템플릿 이름 입력
칸 아래의 체크박스에 체크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soosinja@domain.com; soosinja2@domain.com; + 12명

chamjo@domain.com; chamjo 2@domain.com; + 5명

2. 주소 템플릿 활용하기
• 저장해 두었던 주소 템플릿을 활용하려면 새 전자 메일 → 오피스 플러그인

우측 메뉴 패널 → 주소 템플릿을 차례로 클릭한 후 내 템플릿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템플릿을 더블 클릭해 불러옵니다.

• 적용된 주소 템플릿에 이메일 본문 내용을 추가한 뒤 보내기를 클릭해
이메일을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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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템플릿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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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이메일 보안 기능
활용하기
Leverage Advanced Email Security Features



1. 스팸 메일 관리하기

• 오피스 플러그인을 활용하면 스팸
이메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받은 편지함에서 스팸 이메일로 신고할
이메일을 클릭합니다.

• 아웃룩 홈 상단의 오피스 플러그인 메뉴
스팸 관리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 해당 이메일이 스팸 이메일이라면 스팸
신고를 클릭하고 스팸 이메일이
아니라면 안심 등록을 클릭합니다.

• 수신 이메일에 대한 스팸 여부를 직접
업데이트 및 공유하기 때문에 스팸,
바이러스 및 랜섬웨어 등으로 부터
우리회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스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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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 메일 발송하기

• 오피스 플러그인의 보안메일 발송 옵션을 활용하면 보안이 필요한 중요
이메일을 암호화 해 PDF 파일 형태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가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이메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보안에
대한 우려 없이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새 전자 메일 → 메시지 탭의 오피스 플러그인 메뉴 → 발송옵션 →
보안메일 발송 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 보안 메일 설정 팝업 창이 뜨면 PDF
비밀번호와 수신인에게 남길
메시지를 입력 후 보안 메일 설정을
클릭합니다. PDF 비밀 번호 뿐 아니라
PDF 권한과 기타 설정까지
개별적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 PDF 비밀번호
• 수신인에게 남길 메시지
• PDF 인쇄 및 수정 권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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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신자가 받아보는 보안 이메일

• 보안메일 발송 옵션으로 이메일을 발송하면 수신인은 이메일 내용을
암호화 된 PDF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안 메일 PDF 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다운로드를 위한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 비밀번호 입력 칸에 발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 후 제출을
클릭하면 이메일을 PDF 파일형태로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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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부파일 암호화 하기

• 오피스 플러그인을 활용하면 첨부파일을 손쉽게 암호화에 이메일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 플러그인 추가기능 패널 → 대용량 첨부 탭을 클릭합니다.
• 하단에 위치한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해 압축 및 암호화가 필요한 파일을

추가합니다.
• 업로드가 완료 되었다면 바로 옆의 압축 후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

압축파일 명과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압축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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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호화 한 첨부파일 전송하기
• 압축과 암호화가 완료된 파일은

상단의 메뉴로 이동하게 되며
파일에 빨간색 자물쇠 아이콘이
추가되어 표시됩니다.

• 이메일 본문에 전송할 메시지를
입력하고 이메일을 전송하면 압축
및 암호화 된 파일을 수신자가
받아보게 됩니다.

• 엑셀 및 파워포인트 등 별도로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업무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 암호화 한 첨부파일 확인하기

• 압축 및 암호화 된 첨부파일은
다운로드 후 열람 시 발신자가
지정한 암호를 입력해야만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신자가 지정한 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파일을 열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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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메일 발송 승인 정책 설정 하기

• 승인 메일 기능 사용 여부 체크하기
• 기업 내 보안 정책에 따라 이메일

발송 승인 정책을 생성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 플러그인의 관리자 도구
→ 승인메일 → 일반 설정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 승인메일 - 일반 설정 탭을 클릭해
승인 메일 기능 사용여부를
사용으로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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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메일 사용 제한 조건 선택하기
• 승인 메일 사용 제한 조건에서 승인 정책을 설정할 조건을 체크해

선택합니다.
• 보내는 메일에 대용량 파일이 첨부됐을 경우

: 보내는 이메일에 대용량 파일이 첨부된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는 이메일이 발송될 수 업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보내는 메일에 외부 수신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 보내는 이메일에 외부 수신자가 포함된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는 이메일이 발송될 수 없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미결재 건 재 알림 시간
• 오피스 플러그인의 승인메일 기능을 활용하면 사용자가 승인 정책

조건에 해당하는 첨부 파일 혹은 외부 수신자를 포함해 이메일을
발송 할 때 미리 지정한 결재자에게 승인 요청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미결재 건 재알림 시간은 결재자가 승인 결재 건에 대해 응답이
없을 시 재알림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30분부터 12시간까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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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메일 발송 승인 결재자 정보 지정하기

• 앞서 설정한 승인 정책에 따라 사용자가 이메일 전송 시 이메일 전송을
승인해 줄 결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직도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결재자 관리 기능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아웃룩 상단의 오피스 플러그인 탭 → 조직도 관리 → 결재자 관리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 결재자 관리 탭에서 좌측 조직도를 클릭해 결재자와 기안자 정보를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해 추가 및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결재자: 결재자로 지정하려는 사람을 클릭 후 화면 상단부의
[ > ]를 클릭해 결재자에 추가합니다.

• 기안자: 결재자를 지정했다면 결재자 아래 기안자 정보를 화살표
버튼을 클릭해 추가 및 제외해 줍니다.

• 결재자 및 기안자 정보를 모두 설정했다면 결재자 정보 저장을 클릭해 변경
및 업데이트 된 내용을 저장해 줍니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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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메일 발송 승인 요청 및 결재 현황 확인하기

• 조직 내부의 이메일 전송 승인 정책에 따라 사용자가 외부 수신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대용량 첨부파일을 포함해 이메일을 전송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메일 전송을 위한 승인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 자동적으로 진행된 승인 현황을 확인하려면 아웃룩 상단의 오피스
플러그인 탭 → 승인메일 메뉴를 통해 상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안함: 발송 승인 요청된 이메일을 상세 결재 현황과 함께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결재 상태 (대기/승인/관리자 승인)
• 결재자
• 발송 결과 (대기/발송 완료)
• 결재 일시
• 결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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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함: 결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승인 요청된 이메일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기안자들이 발송 승인을
요청한 이메일 항목들을 결재 현황과 함께 조회할 수 있어 대기
상태에 있는 요청 건들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결재 알리미: 승인 요청 건에 대한 결재 완료 현황을 알림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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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메일 발송 제한 상세 정보

• 오피스 플러그인은 이메일 발송 시 특정 조건에 따라 이메일 발송을
제한하거나 경고 메시지 창을 띄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수신자의 수
• 수신자의 수가 N명 이상인 경우 이메일 발송 시 경고

메시지 창을 띄우거나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할 이메일 주소

• 특정 이메일 주소
• 이메일 발송 시 특정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발송을 제한하거나 경고 메시지 창을 띄울 수
있습니다.

• 특정 도메인의 이메일 주소
• 이메일 발송 시 특정 도메인의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는 경우 이메일 발송을 제한하거나 경고
메시지 창을 띄울 수 있습니다.

• 예시) *@naver.com 혹은 *@gmail.com
• 확인할 단어 (제목, 내용 모두 검색)

• 이메일 발송 시 제목 혹은 메일 본문에 특정
단어를 포함한 경우 이메일 발송을 제한하거나
경고 메시지 창을 띄울 수 있습니다.

• 예시) 매출, 도안, 디자인 등 (사내 기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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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메일 발송 제한 조건 설정하기

• 오피스 플러그인 관리자 도구 → 보안 및 실수 방지 → 보내기 전 확인 을
클릭합니다.

• 보내기 전 확인 탭 하단의 상세 정보 메뉴에서 우측 상단에 위치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 앞서 언급한 발송 전 설정할 상세 정보 값들을 업데이트 한 이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 설정 완료 이후 발송 제한 수신자 수, 이메일 주소 혹은 단어를 포함한 채
이메일을 전송하게 될 경우 직접 설정한 경고 메시지 창이 아래와 같은
포맷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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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장자 별 첨부파일 업로드 제한하기

• 이메일 발송 시 특정 확장자의 이메일 내 첨부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설치파일 혹은 사내의 주요 기밀이 담긴 파일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 플러그인 관리자 도구 → 대용량 첨부 → 기본 설정 을 클릭합니다.
• 기본 설정 탭에서 업로드 제한 파일 확장자 입력 칸에 업로드를 제한할 파일

확장자를 입력합니다.
• 여러 확장자를 추가하고 싶다면 콤마( , )로 확장자를 구분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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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메일 발송 시 외부 수신자 알림 설정하기

• 조직 외부에 있는 수신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할 때 팝업 알림을 받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실수로 외부에 사내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 플러그인 관리자 도구 → 보안 및 실수 방지 → 외부 수신자 확인
을 클릭합니다. 하단의 내부 도메인 입력 창에서 내부 도메인을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내부도메인 입력하기
Ex) e-glue.co.kr

내부 도메인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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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도메인 추가 및 반영이 완료되었다면 이메일 발송 시 외부 수신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할 때 외부 수신자 확인 팝업창이 뜨게 되고 내부 수신자는 검정색
외부 수신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 사용/사용 안함을 클릭해 외부 수신자 확인 알림 수신 옵션을 선택해줍니다.

• 보내기 전 모든 수신자 확인 (트리형태)

• 보내기 전 모든 수신자 확인 (내/외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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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기 전 외부 수신자만 확인
• 체크박스를 클릭해 한 번 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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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관리하기

1) 사용자 관리
• 관리자 도구 → 사용자 → 사용자 관리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 사용자 별 사용용량 및 사용량 확인하기

• 사용자 별 사용 용량과 사용량 퍼센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별 사용 가능 용량 설정하기
• 오피스 플러그인 관리자 도구의 사용자 관리 탭에서

사용자 당 할당된 사용 가능 용량 뿐 아니라 메일 당
최대 업로드 용량을 사용자 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기능 활용 비 활성화 하기
• 오피스 플러그인에서 제공하는 아래 3가지 기능 체크를

통해 기능 비활성화를 사용자 별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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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션 관리
• 관리자 도구 → 사용자 → 세션 관리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 사용자 세션
• 오피스 플러그인 사용자 세션 관리를 클릭하면 특정

사용자에 대한 세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세션 정보를 검토해 조직을 모니터링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세션 유형

세션 상세 설명

메일 계정 로그인할 때 사용되는 이메일 계정입니다.

AD ‒ 도메인 AD를 사용하는 기업의 도메인이 표시됩니다.

AD ‒ 고유 이름 AD를 사용하는 기업의 고유 이름이 표시됩니다.
예) CN=이글루,OU=Marketing,OU=Cloud,DC=eglue,DC=com

이름 로그인할 때 사용되는 사용자 이름입니다.

마지막 사용 일시 마지막 접속 날짜와 시간을 보여줍니다.

IP 주소 세션과 연결된 IP 주소입니다.

컴퓨터 이름 사용자의 컴퓨터 이름을 나타냅니다.

윈도우 버전 사용자의 윈도우 버전을 나타냅니다.

언어 사용자의 사용 언어를 나타냅니다.

오피스 버전 사용자의 사용 오피스 버전을 나타냅니다.

오플 버전 오피스 플러그인 설치 버전입니다.

구글 캘린더 구글 캘린더 연동 여부를 나타냅니다.

구글 연락처 구글 연락처 연동 여부를 나타냅니다.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연동 여부를 나타냅니다.

수신 확인 수신확인 기능 활용 여부를 나타냅니다.

세션 아이디 세션의 고유 ID 입니다.

사용자 아이디 고유 사용자 아이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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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기능

1) 수신 확인 설정
• 관리자 도구 → 추가기능 → 수신 확인 설정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 수신 확인 로그, 대용량 다운로드 로그 기능에서 IP 주소와
Referer Header 값 수집 및 표시 여부를 사용 / 사용 안함을
클릭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IP 주소: 인터넷 연결 시 모든 디바이스에 할당되는 고유 번호
입니다.

• Referer Header (리퍼러 헤더): 현재 요청된 페이지의 링크
이전의 웹 페이지 주소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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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도구 → 추가기능 → 예약발송 설정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 예약발송 기능 사용 여부를 사용 / 사용 안함을 클릭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설정 완료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2) 예약 발송 설정

• 관리자 도구 → 추가기능 → 메시지 회수 설정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 메시지 회수 기능 사용 여부를 사용 / 사용 안함을 클릭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설정 완료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3) 메시지 회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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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용량 첨부 사용 세부 설정하기
1) 일반 설정
• 관리자 도구 → 대용량 첨부 → 일반 설정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 기본 설정 탭에서는 대용량 첨부 사용과

관련된 아래 세부 옵션들을 변경 및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 초기 할당할 사용 가능 용량
• 초기 메일 당 최대 업로드
• 대용량 첨부 가능 최소 파일 크기
• 처음 설치 시 적용될 대용량 파일

보관 기간
• 대용량 파일 최대 보관 기간
• 업로드 제한 파일 확장자
• 비 활성화된 대용량 파일 자동 삭제

• 상기 세부 항목들을 지정한 후 저장을
클릭하면 업데이트 된 내용으로 적용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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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용 IP 설정하기
• 관리자 도구 → 대용량 첨부 → 허용 IP 설정

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 허용 IP 설정 탭에서 기능 사용 여부에

사용을 체크하면 허용된 IP 대역에서만
대용량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허용 IP 대역은 허용 IP 설정 탭 하단의 IP
대역 메뉴를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허용
IP 대역을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허용 IP 설정이 완료됩니다.

3) 대용량 메일 관리
• 관리자 도구 → 대용량 첨부 → 대용량 메일

관리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 대용량 메일 관리 탭에서는 언제 어떤

발신자가 어떤 수신자에게 어떤 대용량
첨부파일을 첨부해 이메일을 보냈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일시
• 메일 제목
• 발신자
• 수신자

• 참조
• 숨은 참조
• 메일 아이디
• 사용자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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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용량 파일 관리
• 관리자 도구 → 대용량 첨부 → 대용량 파일

관리 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 대용량 파일 관리 탭에서는 모든 대용량

첨부 파일 상세 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5) 다운로드 로그
• 관리자 도구 → 대용량 첨부 다운로드

로그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 다운로드 로그 탭에서는 대용량 첨부 파일

다운로드에 대한 로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다운로드 일시
• 파일 이름
• 파일 크기

• 발신자
• 클라이언트 정보
• 파일 아이디

• 첨부 파일의 생성 일시
• 만료 일시
• 링크 활성화 상태 (활성/비활성)
• 파일 상태 (정상/삭제)
• 파일 이름

• 파일 크기
• 파일 아이디
• 메일 아이디
• 사용자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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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별 사용량 통계
• 관리자 도구 → 대용량 첨부 → 월별 사용량

통계 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 월별 사용량 통계 탭에서는 월 별 대용량

첨부 파일 사용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사용자별 발송 통계
• 관리자 도구 → 대용량 첨부 → 사용자별

발송통계 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 사용자별 발송 통계 탭에서는 사용자 별로

대용량 첨부 파일 활용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년도
• 월
• 발송된 대용량 메일 개수
• 발송된 대용량 파일 크기
• 다운로드 총 횟수
• 다운로드 총 트래픽

• 메일 계정
• 발송된 대용량 메일 개수
• 발송된 대용량 파일 개수
• 발송된 대용량 파일 총 크기
• 사용자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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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도 사용 설정하기

1) 일반 설정
• 관리자 도구 → 조직도 → 일반 설정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 일반 설정 탭에서는 조직도 기능 사용

여부와 조직도 관리자 메일 계정을 추가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5. 승인 메일 정책 설정하기

1) 일반 설정
• 관리자 도구 → 승인메일 → 일반 설정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 일반 설정 탭에서는 이메일 발송에 대한

승인 기능 활용 여부와 승인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인 요청에 대한
미 결재 건 재알림 시간을 최소 30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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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메일 기능 사용 여부: 이메일 발송에 대한 승인 정책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 승인 메일 사용 제한 조건:
• 보내는 메일에 대용량 파일이 첨부됐을 경우

: 보내는 이메일에 대용량 파일이 첨부된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는 이메일이 발송될 수 업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보내는 메일에 외부 수신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 보내는 이메일에 외부 수신자가 포함된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는 이메일이 발송될 수 없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미 결재 건 재알림 시간: 결재자가 승인
결재 건에 대해 응답이 없을 시
재알림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30분부터 12시간까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승인 메일 관리
• 관리자 도구 → 승인메일 → 승인 메일

관리 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 승인 메일 관리 탭에서는 승인 정책에 따라

승인이 완료 혹은 반려된 이메일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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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정책에 따라 이메일 발송이 승인 혹은 반려된 이메일 리스트를
아래와 같은 항목에 따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시
• 메일 제목
• 발신자
• 수신자
• 발송 유형

• 결재 상태
• 결재자
• 결재 의견
• 메일 아이디
• 사용자 아이디

• 승인 메일 관리 탭에서 승인 혹은 반려된 이메일을 클릭하면 하단의
결재정보 메뉴에서 상세 승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재상태
• 결재자
• 승인일시
• 결재의견
• 발송결과
• 결과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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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재자 통계
• 관리자 도구 → 승인메일 → 결재자 통계

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 결재자 통계 탭에서는 결재자가 몇 건의

승인 요청 건을 결재 혹은 반려했는지 처리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메일 계정
• 이름
• 결재처리
• 반려처리
• 처리 평균시간 (분)

6. 보안 및 실수 방지

1) AD 연결 확인
• 관리자 도구 → 보안 및 실수 방지 →

AD 연결 확인 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 AD 연결 확인 탭에서는 AD 도메인

컨트롤러 이름 확인 및 AD 조직 이름
확인 기능 활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AD 연결 확인 탭 설정에서 AD 도메인과
이름 확인 기능을 사용하면 특정
사용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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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내기 전 확인

• 관리자 도구 → 보안 및 실수 방지 → 보내기
전 확인 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 보내기 전 확인 탭에서는 이메일 발송 전
체크해야 할 요소들을 설정 및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을 활용하면 수신자 수, 메일 주소,
단어를 체크해서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거나
발송 자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보내기 전 확인 기능 사용 여부
• 보내기 전 확인 기능 사용

여부를 사용 여부 하단
텍스트 클릭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체크할 수신자 수
• 수신자 수가 N 명 이상일

때
• 이메일 수신자가 N명

이상일 때 경고 메시지
창을 띄워 이메일 발송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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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할 메일 주소
• 특정 이메일 주소 혹은 도메인이 포함된 경우
• 특정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경우 경고 메시지 창을 띄워

이메일 발송을 차단하거나 확인요청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체크할 문자열
• 특정 단어가 포함된 경우
• 이메일 본문에 특정 단어가 포함된 경우 경고 메시지 창을

띄울 수 있습니다.

• 경고 메시지 창 설정하기!
• 경고 메시지 창의 제목, 내용 및 버튼을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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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메시지 창 ‒ 버튼

• 경고 메시지 팝업 버튼을 아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 확인
• 확인 (발송할 수 없음)

• 경고메시지 창 ‒ 제목
• 경고 메시지 창에 나타낼 제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경고 메시지 창 ‒ 내용

• 경고 메시지 창에 나타낼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목

내용

버튼

제목

내용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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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기 전 확인 적용 우선순위 적용
• 보내기 전 확인 체크리스트 적용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우측 상단의 위로 및 아래로

버튼을 클릭해 적용 우선순위를 손쉽게
변경 및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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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수신자 확인
• 관리자 도구 → 보안 및 실수 방지 → 외부

수신자 확인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 외부 수신자 확인 탭에서는 외부 수신자에게

이메일 발송 시 나타나는 팝업 창 형태를
사용/사용 안함 체크를 통해 팝업 창의
형태나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외부 사용자 식별을 위해 내부
도메인을 추가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도메인 뿐 아니라 자회사 도메인 혹은
긴밀한 업무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의
도메인을 추가하면 외부 수신자 알림을
받아보지 않고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부도메인 입력하기
Ex) e-gl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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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기 전 모든 수신자 확인 (트리 형태)
• 이메일 수신자 전체(받는 사람, 참조, 숨은참조)를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수신자 확인 창입니다. 확인 후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 보내기 전 모든 수신자 확인 (내/외부 분리)
• 내부 수신자와 외부 수신자를 분리해 수신자 목록을 보여주는

수신자 확인 창입니다. 내부수신자 및 외부 수신자에 체크한 후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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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기 전 외부 수신자만 확인
• 외부 수신자만 보여주는 외부 수신자 확인 창입니다.

• 체크박스를 클릭해 한번 더 확인
• 외부 수신자를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받는사람 앞

체크박스에 체크 후 보내기를 클릭하면 이메일 발송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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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첨부 파일 암호화

• 관리자 도구 → 보안 및 실수 방지 → 첨부
파일 암호화 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 첨부 파일 암호화 탭에서는 이메일에
첨부파일이 포함된 경우 자동으로 압축 및
암호화 된 파일을 발송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암호화 사용 여부
• 첨부 파일 암호화 사용 여부에서

사용을 클릭하면 손쉽게 첨부파일
암호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첨부 파일 암호화 사용 제한 조건
• 아래의 3가지 암호화 사용 제한

조건 또한 체크를 통해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보내는 메일에 외부 수신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2. 첨부된 파일 중 암호화 되어 있지 않는 파일이 존재할 경우

1. (PDF, XLSX, DOCX, PPTX, XLS, DOC, PPT, HWP, ZIP
파일의 암호화 여부 확인)

3. 메일 작성 시 “사용 권한＂이 무제한 액세스＂로 선택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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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P 압축 비밀번호 설정 방법
• ZIP 압축 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무작위 비밀번호 자정생성

• 첨부파일이 포함된 이메일 발송 시 자동으로 첨부 파일을
ZIP 파일로 압축 후 발송할 뿐 아니라 압축 파일에 대한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해 별도의 메일로 수신자에게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 발송자가 직접 비밀번호 입력
• 비밀번호 안내 메일 표시 언어

• 더불어 무작위 비밀번호 자동 생성을 선택했을 때 별도로 발송되는
이메일의 표시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발송자 Outlook 표시 언어에 따라
• 영어 버전으로 고정

• 여러 개의 첨부파일을 첨부하면 하나의 압축 및 암호화 된 ZIP 파일로
이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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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위 비밀번호 자동 생성을 선택했을 때 별도로 발송되는 압축파일
비밀번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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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부 애플리케이션

외부 애플리케이션 활용 설정하기
• 관리자 도구 → 외부 애플리케이션 →

Microsoft Teams 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 Microsoft Teams 탭에서는 아웃룩에서

Microsoft Teams 채팅 열기 기능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Microsoft Teams 채팅 열기 사용
여부에서 사용 혹은 사용 안함을 선택해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 채팅 메뉴가 표시될 메일 도메인에서
Microsoft Teams 채팅 열기 기능을
활성화 할 도메인을 입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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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스템

1) 관리자 계정 정보 업데이트 하기
• 관리자 도구 → 시스템 → 관리자 계정

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 관리자 계정 탭에서는 관리자 아이디와

이름 비밀번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데이터베이스
• 관 리 자 도 구 → 시 스 템 →

데이터베이스 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탭에서는 서버에 설정 된

데이터베이스 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S SQL Express 버전은 10GB의 용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지 않게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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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스크
• 관리자 도구 → 시스템 → 디스크 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 디스크 탭에서는 서버에 설정된 디스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을
수시로 체크해 대용량 첨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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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러그인 오류 로그
• 관리자 도구 → 시스템 → 플러그인

오류 로그 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 플러그인 오류 로그 탭에서는 어떤

메일에서 어떤 오류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메일 계정
• 오류 코드
• 발생일시
•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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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유틸리티
Multi File Explorer
Leverage Multi File Expl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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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플러그인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서브 유틸리티 Multi File Explorer를
소개합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멀티 파일 익스플로러 (Multi File Explorer)는 여러
디렉토리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최대 4개의 탐색창을 제공합니다. 이 멀티 윈도우
탐색기는 기본적인 파일의 이동, 복사, 파일 이름 바꾸기를 제공합니다.

오피스 플러그인 설치와 함께 설치됩니다.
Multi File Explorer를 실행 후 활용하시면 됩니다.

Multi File Explorer
(멀티 파일 탐색기)

Multi File Explorer

1) 효율적 파일 관리
• 하나의 화면에서 각기 다른 탐색 창을 보며 폴더 간 파일의 이동 및 복사와 같은

작업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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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File Explorer
(멀티 파일 탐색기)

2)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레이아웃
• 다양한 파일 탐색기 창 레이아웃 옵션을 제공해 내 업무 스타일에 최적화 된

사용 환경으로 커스터마이징 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멀티 태스트 (작업) 탭 제공
상단 탭 추가를 통해 멀티 파일 익스플로러 내 여러 개의 탭 화면을 추가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혹은 작업에 필요한 파일 탐색창을 미리 구성해 놓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생산성 또한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태스크 탭의 이름 및 탭 표시색 🗂🗂 을 변경할 수 있어 좀 더 효율적으로
탭을 구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플러그인에서 비즈니스 사용자들을 위해 새롭게 준비한 구독형
멤버십을 소개합니다.
아웃룩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대용량 파일 첨부를 포함한 다양한 발송 옵션
기능 뿐 아니라 조직 내 임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협업 기능 그리고 보안 위협으로부터 주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이메일 보안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해 구독형 서비스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오피스 플러그인의 주요 기능들을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새롭게 선보이는
구독형 멤버십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이메일 발송 옵션

• 대용량 파일 첨부
• 파일 탐색기
• 수신 확인 및 알림
• 개별 발송 (1:1)
• 매크로 발송
• 예약 발송
• 메시지 회수

효율적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 조직도
• 실시간 채팅
• 메모
• 구글 연동
• MS Teams 연동
• 이메일 템플릿
• 주소 템플릿

강력한
이메일 보안

• 스팸 설정 및 관리
• 메일 및 파일 암호화
• 이메일 승인 정책 설정
• 이메일 발송 제한 설정
• 외부 수신자 알림
• 확장자 별 업로드 제한
• 강력한 관리자 도구

도입 문의하기

구독형 멤버십을 통해
더 놀라운 기능들을 경험해 보세요!

https://www.officeplugin.com/ko/support-inquiry


구독형 멤버십 모델

ENTERPRISE

5,000원 / 월
연 구독 시, (VAT 별도)

대용량 첨부파일

수신확인 및 알림

개별 발송

매크로 발송

예약 발송

PERSONAL

3,000원 / 월
연 구독 시, (VAT 별도)

(추가 스토리지 50GB당 2,000원)

FREE

무료

파일 용량 및
기간

총 저장 용량

메시지 회수 (발송취소)

메일 당 개별 발송 수신자 수 제한
(50명)

파일당 최대 2GB, 보관기간: 14일

10GB / 1명

이메일 발송 옵션

무제한

파일당 최대 10GB, 보관기간: 무제한

50GB / 1명

무제한

파일 용량, 보관 무제한
(관리자 도구에서 세부 설정 가능)

무제한
(보유 서버 스펙에 따름)

효율적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실시간 피드백 채팅

템플릿

구글 캘린더/연락처/할일 연동

Microsoft Teams 연동

메모하기

조직도 관리

구독형 멤버십을 통해
더 놀라운 기능들을 경험해 보세요!



ENTERPRISEPERSONALFREE

이메일 보안

관리자 도구

이메일 승인 정책 설정

이메일 발송 제한 설정

외부 수신자 확인 알림

메일 및 파일 암호화

안티 스팸 설정 및 관리

월별/사용자별 발송 통계

승인메일 권한 관리

조직도 관리

다운로드 로그 관리

사용자별 세션/권한 관리

외부 애플리케이션 연동 관리

보안
(첨부파일 암호화, 외부 수신자 확인)

관리자 도구

추가 커스터마이징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구독형 멤버십 모델

구독형 멤버십을 통해
더 놀라운 기능들을 경험해 보세요!

https://www.officeplugin.com/ko/download


오피스 플러그인
리소스
OFFICE PLUGIN RESOURCES

Facebook
https://www.facebook.com/offieplugin/

YouTube
https://bit.ly/3dJtiRb

N Naver Blog
https://blog.naver.com/blendthings/

Blog
https://blendthings.tistory.com/



ABOUT
E-GLUE CLOUD
이글루 클라우드는 오피스 플러그인을 포함해
경쟁력 있는 국내 IT 솔루션 개발사의 총판입니다.
IT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파트너사의 유통 판로 개척, 세일즈 및 마케팅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파트너사의 효율적
수익 창출을 지원합니다.

www.e-glue.co.kr
070-8065-5105


	슬라이드 번호 1
	슬라이드 번호 2
	슬라이드 번호 3
	슬라이드 번호 4
	슬라이드 번호 5
	슬라이드 번호 6
	슬라이드 번호 7
	슬라이드 번호 8
	슬라이드 번호 9
	슬라이드 번호 10
	슬라이드 번호 11
	슬라이드 번호 12
	슬라이드 번호 13
	슬라이드 번호 14
	슬라이드 번호 15
	슬라이드 번호 16
	슬라이드 번호 17
	슬라이드 번호 18
	슬라이드 번호 19
	슬라이드 번호 20
	슬라이드 번호 21
	슬라이드 번호 22
	슬라이드 번호 23
	슬라이드 번호 24
	슬라이드 번호 25
	슬라이드 번호 26
	슬라이드 번호 27
	슬라이드 번호 28
	슬라이드 번호 29
	슬라이드 번호 30
	슬라이드 번호 31
	슬라이드 번호 32
	슬라이드 번호 33
	슬라이드 번호 34
	슬라이드 번호 35
	슬라이드 번호 36
	슬라이드 번호 37
	슬라이드 번호 38
	슬라이드 번호 39
	슬라이드 번호 40
	슬라이드 번호 41
	슬라이드 번호 42
	슬라이드 번호 43
	슬라이드 번호 44
	슬라이드 번호 45
	슬라이드 번호 46
	슬라이드 번호 47
	슬라이드 번호 48
	슬라이드 번호 49
	슬라이드 번호 50
	슬라이드 번호 51
	슬라이드 번호 52
	슬라이드 번호 53
	슬라이드 번호 54
	슬라이드 번호 55
	슬라이드 번호 56
	슬라이드 번호 57
	슬라이드 번호 58
	슬라이드 번호 59
	슬라이드 번호 60
	슬라이드 번호 61
	슬라이드 번호 62
	슬라이드 번호 63
	슬라이드 번호 64
	슬라이드 번호 65
	슬라이드 번호 66
	슬라이드 번호 67
	슬라이드 번호 68
	슬라이드 번호 69
	슬라이드 번호 70
	슬라이드 번호 71
	슬라이드 번호 72
	슬라이드 번호 73
	슬라이드 번호 74
	슬라이드 번호 75
	슬라이드 번호 76
	슬라이드 번호 77
	슬라이드 번호 78
	슬라이드 번호 79
	슬라이드 번호 80
	슬라이드 번호 81
	슬라이드 번호 82
	슬라이드 번호 83
	슬라이드 번호 84
	슬라이드 번호 85
	슬라이드 번호 86
	슬라이드 번호 87
	슬라이드 번호 88
	슬라이드 번호 89
	슬라이드 번호 90
	슬라이드 번호 91
	슬라이드 번호 92
	슬라이드 번호 93
	슬라이드 번호 94
	슬라이드 번호 95
	슬라이드 번호 96
	슬라이드 번호 97
	슬라이드 번호 98
	슬라이드 번호 99
	슬라이드 번호 100
	슬라이드 번호 101
	슬라이드 번호 102
	슬라이드 번호 103
	슬라이드 번호 104
	슬라이드 번호 105
	슬라이드 번호 106
	슬라이드 번호 107
	슬라이드 번호 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