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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쳐워커스클럽

• 퓨쳐리스트의스터디멤버십서비스인 Future Workers Club 은

• Microsoft 365 를조직의 Digital Transformation 과 Modern 

Workplace 구현의실천도구로활용할수있도록

• 온/오프라인이결합된최상의배움과경험을제공하여

• Microsoft 365를도입한조직구성원들이일과삶에서최대한의

성과를창출할수있게하는데목적을두고있습니다



퓨쳐리스트 Microsoft 365 학습영역

도입전략및실행 (Adoption Strategy & Execution)

비즈니스프로세스개선 (Business Process Improvement)

• LOW Code / NO Code Solutions, PowerApps, Power Automate & Bots

클라우드생산성 (Cloud Productivity)

• Teams, SharePoint, Stream, Forms, Power BI & Power Automate

Microsoft 365  앱 (Microsoft 365 Apps)

• Excel, Word, PowerPoint, Access, Outlook, OneNote, Visio

보안기본원리 (Security Fundamentals)

• Identity & Content Protection



퓨쳐리스트멤버십서비스제공내역및주요혜택

Microlearning
Office 365 Search 및 Graph기술을기반으로개인별취향에

맞춘동영상, 교안, 참고자료제안

Online Course
오피스튜터, 퓨쳐리스트가 20년간 제작한 200개 이상의

온라인 과정 제공 및 매월 업데이트

Instructor-Led
Microsoft 가 인증한 분야별 최고 전문가 (Microsoft

MVP) 가 진행하는 워크샵 50% 할인, 세미나 무료 참석

Community
페이스북 비밀 그룹을 통해 강사님과의 질의 응답 및

Microsoft 365 Champion 들과 다양한 교류



주요서비스및가격

온라인라이브러리

• 오피스튜터가 20년동안제작한 200여개의온라인

과정및교안

• 퓨쳐워커스클럽이 4년동안개최한특강/워크샵녹

화영상및교안

• 마이크로소프트가배포한제품별참고자료

• 1년동안개최되는특강/워크샵녹화영상업데이트

• 개인 : 49만원 (부가세포함)

• 팀 : 149만원

(아이디 4개제공, 25%할인, 조직내구성원간아이

디공유가능)

워크샵/특강/세미나

• 매월 MS MVP가진행하는오프라인교육

• 비즈니스스킬

• Office 365 User/Admin

• Teams User/Admin

• Power Platform (BI/Apps/Automate)

• Microsoft 365 Security 등

• 워크샵 : 멤버본인 50% 할인적용 , 팀멤버십가입시사내

전직원 50% 할인적용 (33만원 -> 16.5만원)

• 특강 : 멤버및조직동료 “무료”참석

(멤버당최대 3인초대가능)



사이트구성

온라인라이브러리
(Portal.office.com)

참가신청및결제
(Futourists.kr)



Microsoft 365 로
Microsoft 365 를학습합니다

멤버는 1년동안퓨쳐워커스클럽전용 Microsoft 365 테넌트에로그인하여

직접서비스를체험하면서학습하고, 다양한프로그램에참여하실수있습

니다.

• 업데이트, 이벤트소식및교안다운로드 - SharePoint, OneDrive

• 동영상및모바일학습 - Stream, Stream Live Event 

• 멤버간교류 - Yammer, Teams 



SharePoint
교안/실습파일다운로드, M365 업데이트, 이벤트소식제공

• 현재 • 2020년중 SharePoint Home 으로업데이트예정



Stream, Teams Live Event 
동영상및모바일학습



Microsoft 365 챔피언이되기위한
국내최고의온/오프라인교육제공

• 퓨쳐워커스클럽멤버 = Microsoft 365 챔피언

• 조직의 Digital Transformation 과 Modern Workplace 도입을위한촉매자

• 24시간웹과모바일로온라인, 오프라인병행학습

• 온라인아이디는본인만사용하며공유/양도불가.단, 팀멤버십고객사는 사내공유가능

• 워크샵참석 (멤버 50% 할인)

• 매월주말삼성동에서 2-4회개최중

• 멤버전용라이브러리를통해온라인학습시에는 1년동안모든워크샵녹화영상무료학습

• 워크샵녹화영상은개최일이후 1주일내로업데이트

• 패키지로멤버십가입시 50% 할인에더해 추가 25% 할인적용

• AMA, 지식공유모임무료참석 (최대 2인까지지인무료초대, 팀멤버십은최대 12인까지무료참석가능)

• 월 1회, 주중 3시간 (오후 2시-5시)

• 퓨쳐워커스클럽라이브러리활용법시연

• Microsoft 365 MVP 들이준비한특강및 Q&A

• 모든행사는실시간방송(Stream Live Event) 및개최후녹화영상다시보기제공 (Stream)

• 장소 : 마이크로소프트 (광화문), WeWork (종각역, 삼성역)



온라인라이브러리리스트

• 온라인라이브러리업데이트정보 (Officetutor365.com –온라인교육)

• https://officetutor365.com/category/officetutor/e-learning/

• OfficeTutor 전체온라인과정

• http://bit.ly/2nY8xJu (총 180개, 현재오피스튜터 > Stream 으로포팅중)

• Office 365 기초에서활용까지 http://bit.ly/2DJE5Y9

(이하퓨쳐워커스클럽전용 Office 365 계정으로접속, 계정은메일로별도전달)

• Power Platform

• Power BI  http://bit.ly/2ONbQhO

• PowerApps, Automate, Virtual Agent  http://bit.ly/2DKCvW4

• Microsoft Teams 사용자, 관리자 http://bit.ly/386w8Ks

• Microsoft 365 Security   http://bit.ly/35ZZvwf

• Microsoft 365 특강 (지식공유모임)

• AI를장착한 Office 365  http://bit.ly/2DKghU0

https://officetutor365.com/category/officetutor/e-learning/
http://bit.ly/2nY8xJu
http://bit.ly/2DJE5Y9
http://bit.ly/2ONbQhO
http://bit.ly/2DKCvW4
http://bit.ly/386w8Ks
http://bit.ly/35ZZvwf
http://bit.ly/2DKghU0


Learning Path

• 20년간제작한방대한콘텐츠를기초부터차근차근따라하실수있

도록 Learning Path를제작중

• 전체러닝패스다운로드및업데이트

• https://officetutor365.com/learning-path/

https://officetutor365.com/learning-path/


2020년오프라인교육리스트

• Microsoft MVP 가진행하는워크샵

• Outlook과 OneNote 로스마트한업무시스템만들기 –전경수 MVP

• Teams 로효율적으로일하고협업하기 –이은주 MVP

• Power BI 를활용한데이터분석및시각화 –송윤희 MVP

• Power Platform 을활용한업무자동화 –한석희 MVP

• Microsoft 365 로기업보호하기 –권순만 MVP

• 신규멤버오리엔테이션및 Microsoft MVP 특강 (월 1회)

• Office 365 User/Admin 

• Teams User/Admin

• Power Platform (BI/Apps/Automate/Virtual Agent)

• Microsoft 365 Security 

• 전체일정보기

• https://futourists.kr/

https://futourists.kr/


멤버십플랜요약

멤버십

개인 : 49만원 (월 40,833원)

• 오피스튜터온라인전과정(약 200개)

+워크샵녹화영상 +워크샵 50% 할인

+동문멤버십(평생회원)

팀 : 149만원 (월 124,167원)

•조직구성원계정공유(아이디 4개제공) 

+ 전사원위크샵 50% 할인

패키지

스타터팩 : 99만원 (월 82,500원)

•개인멤버십+워크샵 4회참석

프리패스 : 149만원 (월 124,167원)

•개인멤버십+워크샵무제한참석

팀스타터팩 : 249만원 (월 207,500원)

•팀멤버십 +워크샵 8회참석



퓨쳐리스트멤버십요약및주요혜택

MICROLEARNING
OFFICE 365 SEARCH 및

GRAPH기술을기반으로

개인별취향에맞춘동영상, 

교안, 참고자료제안

ONLINE COURSE
오피스튜터, 퓨쳐리스트가

20년간 제작한 200개

이상의 온라인 과정 제공 및

워크샵 녹화 영상 매월

업데이트

INSTRUCTOR-LED
MICROSOFT 가 인증한

분야별 최고 전문가

(MICROSOFT MVP) 가

진행하는 워크샵 50% 할인, 

세미나 무료 참석

COMMUNITY
페이스북 비밀 그룹을 통해

강사님과의 질의 응답 및

MICROSOFT 365 

CHAMPION 들과 다양한

교류



신청부터학습까지의프로세스

멤버십신청
간단한정보입력만으로

회원가입이이뤄지며

페이스북로그인만으로도

신청이가능합니다. 

계정셋업
신청이확인되면

라이브러리접속을위한

OFFICE 365 계정설정

작업이이뤄지며최대

24시간이소요됩니다. 

오리엔테이션
신청시남겨주신연락처로

문자또는카톡을드리며

통화를통해활용방법에

대한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30-40분소요)

온라인학습
제공해드린 OFFICE 365 

계정으로로그인후

SHAREPOINT와 STREAM 을

통해웹과모바일로학습을

시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