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ndows 7 기술 지원 종료
대응 가이드

Windows 7 기술 지원 종료의 의미
2020년 1월 14일 마이크로소프트 PC 운영체제인 Windows 7의 기술 지원이 종료됩니다. 이후 기존에 
제공되던 기능 업데이트, 보안 업데이트 및 장애 등에 따른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보안 업데이트 중단은 심각한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020년 1월 14일, 
Windows 7의 종료가 다가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윈도7 쓰십니까?
해킹 대책 시급합니다.

- 조선일보 2019.03.21

“34%가 윈도7을 탑재…
해커로서는 윈도7용 PC가
손쉬운 표적으로 전락하는 
셈이다. 문제는 여전히 국내
PC 10대 중 3대는 윈도7을
쓰고 있는 점이다.”

윈도7 지원 중단,
근본 해결책 시급

- 전자신문 2019.01.22

“OS를 상위 버전으로 
교체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바꾸지 않으면 사이버 보안
위협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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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7 기술 지원 종료에 따른 위험 요인

대응 가이드

Windows 10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문제 해결

기존 사용하고 있는 PC에 대한 교체 없이 Windows 7의 상위 버전인 Windows 10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환경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및 호환성 테스트, 라이선스 등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거래 파트너를 
통해 지원을 받으시거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PC로 교체

현재 사용하고 있는 PC까지 교체하는 경우 Windows 10이 탑재된 마이크로소프트 투인원 PC(Surface)를 구매하시거나,
OEM PC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Surface 특별 할인 프로모션 안내를 참조하세요.

심각한 보안 위협 초래

・보안 업데이트 미적용 시 악성코드, 랜섬웨어, 바이러스에 노출
・Windows 7의 취약성을 활용한 공격 출현 예상
・지능화 및 고도화된 공격에 쉽게 노출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

・별도의 관리 비용 발생 가능
・자체 관리에 따른 장애대응, 유지보수, 관리 등의 어려움에 직면

기업의 혁신을 저해

・최신의 기능과 개선된 생산성에서 도태
・기업 업무용 어플리케이션과의 성능 불균형

사용자 기반 통합 플랫폼인 Microsoft 365를 도입

Windows 10이 포함된 사용자 기반 통합 플랫폼인 Microsoft 365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365는 고객의 
생산성을 높이고,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운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플랫폼 기반의 솔루션입니다.
관련 문의는 기존 거래 파트너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Microsoft 365 안내를 참조하세요.

웹사이트 aka.ms/win7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