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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앵님~ 

EOS 이후에도
Windows 7 계속
사용하면 안 될까요?

출처: JTBC



보안업데이트중단, 

기술지원불가, 

3rd 제품지원중단을

감수 하시겠습니까?

출처: JTBC



오늘 이 세미나를
들으시면 됩니다.

출처: JTBC



지원종료 후에는제품의안전한 사용에 필요한지원을받을수 없게됩니다.

지원 중단에 따른 예상 영향

취약점으로인한컴퓨터
바이러스감염

보안업데이트를 제공하여 취약점
방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안전한 IT 환경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문제발생시에는
지원이불가능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서비스
지원 및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타사제품의 Win7에대한
개발및지원의어려움

문제발생시 타제조사에서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안업데이트 문제발생 시지원 타사제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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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Microsoft_Security_Intelligence_Report_Volume_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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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s.statcounter.com/windows-version-market-share/desktop/south-korea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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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Windows 7

41%

other

8%

http://gs.statcounter.com/windows-version-market-share/desktop/south-korea


Windows 7 ESU

• Windows 7 
ESU(Extended Security 
Updates) “유상”으로
연장 지원이 가능하고
관련 비용은 단, 매년
지날수록비용 증가

• 최대 2023년 1월까지
해서 3년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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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고 : Microsoft_Security_Intelligence_Report_Volume_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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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중인 O/S

Windows 7 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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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참고 : Microsoft_Security_Intelligence_Report_Volume_15



임의의
코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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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보안 기능
탑제

최신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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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10 출시

2015.11

Internet Explorer 11 이전 버전 EOS Windows 7 SP1 EOS

2020.1.142015.7.29

Windows 10 (ver.1511)

2016.1 2016.1

Windows 10(ver. 1607)

12M9M

1 개월 3 개월 6-8 개월 3 개월 3 개월 6-8 개월 3 개월

7M1M 4M 15M 23M

3 개월

업무 환경의 표준 Windows 업그레이드에 따라 최대 26M의 기간이 예상
(단, 웹 기반의 LOB는 Internet Explorer 11 표준에 따라 기간 단축 될 수 있으며, C/S 및 보안 애플리케이션은 32Bit→ 64Bit 아키텍처 변화를 고려할 필요 있음)

26M

https://en.wikipedia.org/wiki/Windows_10_version_history

https://en.wikipedia.org/wiki/Windows_10_version_history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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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microsoft.com/ko-kr/windows/deployment/update/waas-servicing-strategy-windows-10-updates

https://docs.microsoft.com/ko-kr/windows/deployment/update/waas-servicing-strategy-windows-10-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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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Annual Channel (Targeted)
Semi-Annual Channel (Broad 

Dep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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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확장 업데이트 년 2 회 (3 월, 9 월) 출시 예정
• 실질적으로 OS 업그레이드 수준의 변화가 예상되며, 

OS 전체를 업데이트 함

• 매달 출시 되는 업데이트

• 릴리스마다과거의모든업데이트를포함함 (누적패치)
• 이전에 서비스 업데이트(Servicing Updates / SU)를 의미

Semi-Annual 
Channel (Targeted)
• Insider Preview 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 된일반사용자용/조직내에서
유효성검사를위한릴리즈

• Windows Update 에서 제공과 함께
볼륨 라이선스 ISO 형식 설치 미디어
제공

• 약 4 개월 후에 Semi-Annual Channel 

로 전환

Semi-Annual 
Channel (Broad Deploy)
• CB 출시 이후 약 4 달 후에 발표 된

내용으로, 조직배포에적합릴리즈
(Targeted보다안정적임)

• 충분한 사전 테스트 시간이 필요하며, 

이후 안정화 된 빌드를 조직에 배포
(호환성 점검이 선행되는 것을 권고)

Long Term
Servicing Channel

• 특정 빌드를 기능 고정으로 사용, 기
능 업데이트 (FU) 를 제공제공하지 않
음, 특정용도용릴리즈

• 2-3 년 마다 출시 되며, 품질업데이트
(QU) 을 10 년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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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Annual Channel 
(Targeted)

Windows 10

Home
Pro

Enterprise

Semi-Annual Channel 
(Broad Deploy)

Windows 10

Pro
Enterprise

Long Term
Servicing Channel

Windows 10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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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 n d o w s  1 0  에디션

Windows 10 Enterprise

Windows 10 Education

18개월

3월 배포 9월 배포

Windows 10 Pro

Windows 10 Home

Office 365 ProPlus

30개월

18개월

https://www.microsoft.com/en-us/microsoft-365/blog/2018/09/06/helping-customers-shift-to-a-modern-desktop/

https://apac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www.microsoft.com/en-us/microsoft-365/blog/2018/09/06/helping-customers-shift-to-a-modern-desktop/&data=02|01||42b2369c57c04208bc1008d61455c37f|0e18b4e3088240a89b4a902951bec873|0|0|636718755924248719&sdata=6h71VPOKxyzKSuNZHd7OmRKJDKFQaxEiP5e65M20iuQ%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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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10 1903

Windows 10 1809

Windows 10 1803

Windows 10 1709

2018 2019 2020

각 빌드는 18개월 또는
30개월간 서비스
출시 시점부터

3월빌드는빌드의출시부터 18개월

※ 빌드 1607, 1703,1709,1803는
30개월 변경 연장
(대상 : Enterprise, Education 에디션)

Windows 10 1909

9월빌드의출시부터 3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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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

Windows 10 1709 Windows 10 1803 Windows 10 1809

System Center 
Configuration 
Manager에서 지원하는
현재 분기
다음 Windows 10 빌드를 배포하기
위함

2019

Windows 10 1703

ConfigMgr 1702

ConfigMgr 1706

ConfigMgr 1710

ConfigMgr 1802

ConfigMgr 1806

ConfigMgr 1810

약 4개월주기로
ConfigMgr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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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365 ProPlus 1808

Windows 10 1809

Windows 10 1803

Windows 10 1709

2018 2019 2020

Office와 동일한 출시 주기
보다 간단한 배포 계획의 수립이 가능

Office 365 ProPlus 1708

Office 365 ProPlus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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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Defender 

시스템가드

Windows Defender 

어플리케이션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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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침투탐지
조사& 대응

기기보호 위협저항 신원보호



공공기관이 직면한 과제

!

모바일 업무 및 협업
위협노출증가
진화하는위협

데이터 누출
사용자의실수로개인정보누출

표적 공격
구식방어기술
공격대응의비용증가

Windows 10 보안

위협보호
고급 기반 하드웨어 보안과 클라우드의
강력한 기능을 사용하여 진보된 위협을
보호, 탐지 및 대응

신원 보호
모바일 환경을위해 설계된 편리하고
사용하기 쉬운 암호 사용

정보 보호
데이터 분리, 봉쇄 및 암호화를 사용하여
분실 및 도난 당한 장치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우발적인 데이터 유출을 방지



• 표준 이미지 작업이 필요

• 드라이버, 앱, 데이터와 설정의 백업/복원
필요

• Windows 7/8.1에서
Windows 10으로 업그레이드

•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설치
방식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배포 옵션

새 장치에서 동적 프로비저닝
사용 중인 Windows 7 또는 8.1 에서

바로 업그레이드
지우고 다시 설치

Windows 10 배포 옵션





전통적 방법의 배포 유형



표준 이미지를 제작하여 배포(Touch) 

WADK

WIMWIM

Windows%20ADK%20파일%20다운로드


MDT를 이용한 배포(Lite Touch)

XML
WIM XML



SCCM을 이용한 배포(Zero Touch)





* Rollback은 upgrade 이후 10일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Windows 7에서 Windows 10으로 In-Place 업그레이드



In-Place Upgrade를 사용하면 안되는 시나리오

※ 몇 가지 절차 추가 하면 In-Place 업그레이드 가능한 시나리오





















































Easy deployment 방법 소개



Windows Autopilot 배포 방식



Windows 구성 디자이너를 통한 배포 방식

1
생성.
장치에 배포할 설정과 앱을
패키지에 포함하여 생성 2

저장.
생성된 패키지를 USB,
네트워크 공유 폴더에 저장 3

실행.
각각의 장치에서 USB나 네트워크
공유 폴더의 저장된 패키지를 실행



Windows 10

DEPLOYMENT 
PROGRAMS

PARTNER 

SERVICES

DEPLOYMENT METHODOLOGY 
& FREE TOOLS

68

오늘부터 Windows 10 업그레이드 시작하십시오!!

Windows 7 EOS 이후에 지원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에는 그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