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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Enterprise Agreement 
Microsoft Enterprise Agreement(EA)는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한 최적의 전체 비용, Software 

Assurance 혜택, 그리고 전사적 계약을 통한 라이선싱 관리 간소화를 보장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EA는 한 번의 계약으로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라이선스를 모두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계약으로 사용자 유형 및 배포 시나리오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유연하게 

선택하고 기술 투자 최적화를 통해 IT 및 사용자 요건을 충족하며, Microsoft 제품 전반에 

걸쳐 소프트웨어 규정 준수 및 자산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Enterprise Agreement의 기본 원칙 
Enterprise Agreement는 보유하고 있는 PC, 디바이스(및/또는 사용자) 수가 250대(명)을 

넘어서며 최소 3년간 기업용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라이선스를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EA 고객은 규모에 상관없이 Microsoft Business and Services 

Agreement(MBSA)를 체결하여 하나 이상의 등록 계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 계약을 통한 구매 

등록 계약은 기업의 Microsoft 솔루션 라이선스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온프레미스 라이선스 및/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PC 및 디바이스 기술의 

표준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데이터센터 구축, 또는 IT 부서의 최신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 구조 개발, 관리 및 유지 지원 등 기업의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을 비용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IT의 여러 측면에 

중점을 둔 등록 계약 구조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라이선싱 옵션의 추가가 용이하기 

때문에 향후 라이선싱 및 배포 시나리오를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등록 계약을 비교해보면 기본적으로 가용 제품 및 서비스, 최소 구매 수량, 

가격, 구매 일정 및 기타 혜택 등 주요 구매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 

계약을 통한 EA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사용자, 디바이스 및 

서버 장비를 추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트루 업이라는 연례 조정 프로세스를 통해 

1년에 한 번 이러한 변경 사실을 적용하면 됩니다. 

 EA의 볼륨 가격 수준에 더하여 상당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포함된 Software Assurance 혜택 덕분에 하이브리드/클라우드 배포 및 직원 소유의 

디바이스 옵션 구현, 배포 계획, 사용자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준비, 추가 비용 없는 

Microsoft 제품 및 서비스 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기업 등록 계약 및 핵심 인프라 등록 계약을 통해 구매한 제품에 대한 가입 프로그램 

옵션이 지원됩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Microsoft 

Enterprise Agreement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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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록 계약 

기업 등록 계약은 최신 버전의 Windows 운영 체제, Office Professional Plus 및/또는 Client 

Access License(CAL) Suite을 기업 전체에 배포하여 사용자/디바이스를 Microsoft 서버 

제품에 연결하는 경우에 관리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Office 365, Windows Intune 등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 서비스의 

라이선싱 기능으로 기업 내 PC,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및/또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실행 

여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사용자 요건에 따라 온프레미스 및 온라인 서비스를 

혼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우선순위 변경에 따라 온프레미스 

라이선싱에서 그에 상응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 등록으로 

구현할 경우 디바이스 및 사용자의 관리 및 지원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EA의 기본적인 

대량 구매 가격 외에 여러 가격 이점까지 추가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 등록 계약 

응용 프로그램 등록 계약(EAP)은 기업의 Microsoft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 제품을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배포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이용할 경우 SQL 

Server, BizTalk Server, SharePoint Server, Visual Studio 중 하나 이상의 제품 라이선스를 

취득할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업그레이드 조항과 제품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인프라 등록 계약 

핵심 인프라 등록 계약(ECI)는 한 번의 계약으로 Microsoft 핵심 인프라 제품을 구매하여 

관리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기업의 가상화 요건에 따라 Core Infrastructure Suite(CIS) 

Datacenter 또는 Standard 에디션 중 하나 혹은 두 개 모두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CIS를 구입하면 프로세서 기반 라이선스 하나만으로 Windows Server 운영 체제 

라이선스를 비용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icrosoft System Center 서버 

관리까지 가능합니다. 

Windows Azure 등록 계약 

Windows Azure 등록 계약(EWA)은 Windows Azure 서비스 가입과 관리를 한 번의 

계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기업은 사용량을 기반으로 한 디바이스 단위의 결제 

모델을 통해 Windows Azure 서비스의 사용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연간 재정 약정 

수준에 따라 볼륨 가격 할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등록 계약에서도 추가 온라인 서비스로서 EWA와 동일한 구매 약정 및 가격으로 

Windows Azure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관리를 간소화하고 연간 검토 및/또는 갱신 일정을 동기화하기 위해 기존 등록 계약에 

Windows Azure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EWA는 의도한 대로 기존 EA 등록 계약 외에 

Windows Azure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이상적인 라이선싱 계약입니다.  

기업 가입 프로그램 옵션 

기업 등록, ECI(Enrollment for Core Infrastructure) 및 EWA(Enrollment for Windows Azure)와 

관련해, EA에서는 가입 프로그램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3년 가입을 

Enterprise Agreement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전체 비용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사용자 

유형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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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초기 비용을 낮출 뿐만 아니라 해마다 가입 프로그램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 규모나 IT 요건의 변동이 심한 경우 이러한 가입 프로그램 수의 증감 

기능은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구매 라이선스에 대한 영구 사용 권한이 허용되는 표준 EA 

등록 계약과 달리 이러한 가입 프로그램에서는 가입 유효 기간에 한해 Microsoft 

소프트웨어 액세스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소프트웨어 실행 권한은 

소멸됩니다. 물론 이것은 프로그램의 "구입" 옵션을 통해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참고: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 등록 계약에서는 가입 프로그램 옵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Microsoft 제품 목록 및 제품 사용 권한 문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클라우드 

서비스 가입 라이선스는 어떤 경우에도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Microsoft Software Assurance는 단일 프로그램을 통해 24 x 7 지원, 배포 계획 서비스, 교육, 

최신 소프트웨어 릴리스 및 고유 기술 등을 모두 제공합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 및 가정용 

라이선스는 최종 사용자의 생산성을 높여주어 조작 능력을 개선하고 익숙한 Microsoft 

소프트웨어에 빠르게 적응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IT 부서의 효율적인 Microsoft 제품 

및 서비스 구현과 관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술 교육, 새롭게 출시된 소프트웨어 릴리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Windows Enterprise 에디션 운영 체제와 Microsoft 

Desktop Optimization Pack(MDOP)에서 볼 수 있는 고유 기술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 밖에도 공유 데이터센터에 기존 서버 응용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배포할 수 

있는 확장 라이선스 권한을 포함해 광범위한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배포 옵션까지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Windows 8을 위한 최신 혜택을 통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Windows 데스크톱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BYOD 시나리오 및 작업자 기본 

설정을 지원하는 데 손색이 없습니다. (Software Assurance 혜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B를 참조하세요.) 

유효한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 

Enterprise Agreement에서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별도로 주문하거나 

Desktop Platform과 Core Infrastructure Suite 등의 제품군을 구매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별도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더욱 큽니다.  

또한 전사적 구매 약정이 필요한 기업 제품과 일반적으로 이러한 약정이 필요 없는 추가 

제품 및 기업 온라인 서비스 간의 차이점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기업 제품 목록은 Microsoft 제품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product-licensing.aspx#tab=2
http://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product-licensing.aspx#tab=1
http://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product-licensing.aspx#ta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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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제품과 플랫폼 

엔터프라이즈 제품으로는 Windows Enterprise 에디션 운영 체제, 프리미엄 에디션의 Office 

제품군, 그리고 CAL Suite의 형태로 적용되는 Client Access License 등 Microsoft의 주요 PC 

및 디바이스 제품을 위한 온프레미스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Enterprise Agreement가 적용된 

엔터프라이즈 제품은 전사적 수준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별도의 제품이나 

Desktop Platform 같은 제품군으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데스크톱 플랫폼 

Professional 데스크톱 플랫폼: 

 Windows Pro/Windows Enterprise 업그레이드 

 Office Professional Plus 

 Core Client Access License(CAL) Suite 

Enterprise 데스크톱 플랫폼:  

 Windows Pro/Windows Enterprise 업그레이드 

 Office Professional Plus 

 Enterprise Core Access License CAL Suite 

참고: Enterprise Agreement에 따라 취득하는 모든 Windows 운영 체제 라이선스는 

업그레이드 라이선스입니다. 따라서 Windows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를 사용할 디바이스에도 

기본적인 Windows 운영 체제(OS)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는 Windows Pro와 

Windows Enterprise 운영 체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 어떤 데스크톱 플랫폼을 선택하든 Microsoft Desktop Optimization Pack(MDOP)을 

추가하여 배포 및 디바이스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 제품 

SQL Server, Visual Studio, SharePoint, BizTalk Server로 구성된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 제품은 

통합 도구 및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의 빠른 배포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체 비용 절감과 함께 대폭적인 생산성 증대를 구현합니다. 이러한 제품과 해당 CAL은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 등록 계약을 통해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업그레이드 

혜택과 제품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Core Infrastructure Suite 

Core Infrastructure Suite는 간단한 프로세서 기반 라이선싱 모델을 통해 Windows Server 

라이선싱과 System Center 서버 관리를 지원합니다. 핵심 인프라 등록 계약에서는 사설 

클라우드 프로세서 수와 가상화 요건에 따라 Core Infrastructure Suite Datacenter 또는 

Standard 에디션 중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Enterprise Agreement를 

체결하면 모든 Microsoft 

온라인 서비스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Office 365에서는 최신 버전의 

Office 제품군과 함께 

Microsoft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제품을 클라우드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Intune을 사용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어디서나 PC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Dynamics CRM 

Online은 다른 Microsoft 

제품을 비롯해 사용자 지정 및 

파트너 솔루션과 통합할 수 

있는 유연한 영업, 마케팅 및 

서비스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Windows Azure는 Microsoft가 

관리하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빠르게 구축, 배포 및 관리할 

수 있는 유연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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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품 

추가 제품으로 다양한 Microsoft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는 Enterprise 

Agreement를 체결한 초기 또는 계약 기간 중 아무 때나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요건의 

부서 또는 사업부를 더욱 쉽게 편성하여 유지할 뿐만 아니라 볼륨 가격의 이점과 연간 

지불 옵션의 혜택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추가 제품 중에는 디바이스 기반 라이선스, 

사용자 기반 라이선스,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서비스, 그리고 CAL처럼 IT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기타 라이선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CAL 및 기업 IT 환경에서의 CAL 사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B: CAL 및 Microsoft CAL Suite 세부 정보를 참조하세요 

사용 권한 약정 

사용 권한 약정은 Enterprise Agreement 등록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한 제품에 

정확히 어떤 사용 권한이 적용되는지 파악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Microsoft가 간혹 사용 권한을 변경하기도 하지만 그렇더라도 EA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시점에 유효한 사용 권한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EA 고객은 최초 구매 시점에 

발효된 사용 권한을 이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원할 경우에는 최초 주문 이후 Microsoft가 

수정하는 최신 사용 권한도 이행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Enterprise Agreement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클래스, 즉 엔터프라이즈 

온라인 서비스 또는 추가 온라인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이 서비스는 표준 구매 프로세스를 

통해 EA에 추가하거나, Office 365 및 Windows Intune의 경우에는 사용자를 엔터프라이즈 

제품에서 그와 동등한 엔터프라이즈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하여 EA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온라인 서비스 

Microsoft 제품 목록에 엔터프라이즈 온라인 서비스로 지정되어 있는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기존 온프레미스 엔터프라이즈 제품과 유사하기 

때문에 전사적 라이선싱 약정을 충족시키고 볼륨 가격 수준을 결정할 때는 두 가지를 

동등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EA 고객은 EA 활성화 기간 중에 일부 온프레미스 라이선스(엔터프라이즈 제품)를 대등한 

클라우드 서비스(엔터프라이즈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하나의 사업부 또는 부서 내 작업자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을 지원하는 규칙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서 사용자를 Office 365 및 Windows Intune 

서비스로 쉽게 전환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능에 비용을 두 번 지불하는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기업 등록 계약을 통해 구매한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로 사용자를 다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지침을 따르면 됩니다.  

추가 온라인 서비스 

Microsoft 제품 목록에 추가 온라인 서비스로 지정되어 있는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추가 온라인 서비스에는 필요에 따라 등록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및 

http://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product-licensing.aspx#tab=2
http://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product-licensing.aspx#ta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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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도 포함됩니다. 구매 방법은 오늘날 등록 계약을 통해 추가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추가 온라인 서비스의 하나인 Dynamics CRM Online은 완전한 기능을 갖춘 CRM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기업이 마케팅 효과를 개선하고 판매율을 높이며, 사용자 단위의 가입에 

따른 고객 서비스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Windows Azure는 Microsoft가 관리하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빠르게 구축, 배포 및 관리할 수 있는 유연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량을 기반으로 한 디바이스 단위의 결제 모델을 활용하여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 관리,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A를 통해 구매하면 볼륨 가격 

할인을 이용하고, 초기 연간 재정 약정 수준과 EA를 통해 추가하는 모든 Windows Azure 

서비스 기능에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및 컨설팅 서비스 

프리미어 지원 서비스 

EA를 통해 다양한 Microsoft 프리미어 지원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구매한 Microsoft 

솔루션에 대한 최적의 사전 및 사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지원은 구매 

결정에 이르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전체 계약의 일환으로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EA를 

보완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전략 서비스 

Microsoft 엔터프라이즈 전략 프로그램(ESP)은 Microsoft의 전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를 

파견하여 EA 기간 내내 기술 사용을 최적화함으로써 비즈니스 효과와 가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Microsoft의 내부 기술 자료 및 그 외 수많은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쇄신하고, 기술 지식 리더십의 발전을 

도모하고, 혁신을 촉진하고, Microsoft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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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Agreement 프로그램 세부 정보 

가격 

볼륨 라이선싱 가격 원칙 

Enterprise Agreement의 연간 라이선스 비용 편성 기능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3년까지 소프트웨어 기술 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일은 (초기 주문에 

따라) 매년 EA 등록 갱신일입니다. 계약 기간 중 하드웨어/사용자를 추가하더라도 라이선스 

1건당 비용은 동일하거나 프로그램의 볼륨 가격 수준을 감안하여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등록 계약과 가격 

등록 계약 당시에는 계층화된 볼륨 할인 구조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즉, 구매 약정 

규모가 클수록 개별 라이선스 가격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초기 약정에 

Windows Azure 서비스 기능을 추가할 경우 디바이스 단위 가격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EA 

등록 계약 옵션에 대한 간략한 비교는 부록 A를 참조하세요.) 

유연한 결제 방식 

분할 납부 

계약 서명으로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 결제는 3년으로 분할하여 매년 계약 갱신일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EA의 Software Assurance 적용 혜택으로서 이자 수수료 

없이 계약 기간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불 솔루션 

Microsoft 지불 솔루션은 간단하고 유연하면서 합리적인 지불 계획을 통해 IT 구매력을 

높이고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모든 EA 구매에 지불 솔루션을 적용하여 

비즈니스 요건에 따라 결제 방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지불 솔루션의 특징: 

 유연한 결제 구조: 월, 분기 또는 6개월 단위로 결제 구조를 설정하거나, 지불 간격을 

좁히거나 넓힐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불 솔루션: 프리미어 지원 같은 광범위한 Microsoft 서비스에도 지불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솔루션 재정 지원: 타사 제품을 포함한 전체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하드웨어 

솔루션에 지불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Microsoft는 Microsoft Financing 프로그램에 따라 제 3의 재정 지원 사업자와 함께 

특정 국가의 신용 승인 고객에게 지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icrosoft 지불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microsoft.com/financing을 참조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icrosoft 지불 솔루션은 현재 

예산으로 필요한 기술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http://www.microsoft.com/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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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일: 연례 조정 

EA 기간 중 이미 라이선스를 취득한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 서비스에 하드웨어, 디바이스 또는 

사용자를 추가한 다음 트루 업이라는 연례 조정 프로세스를 통해 이러한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가입 프로그램을 통해 등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가 

연간 주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라이선스 가입 수를 늘리거나 줄이게 됩니다.  

1년에 한 차례씩 EA 라이선스 수를 조정하여 이전 12개월 동안 추가한 전체 라이선스 수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1년간 기업이 추가하거나 사용한 모든 적격 디바이스, 

사용자 및 프로세서 유닛을 조정하여 주문하거나 업데이트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종결됩니다. 연간 조정 주문(또는 업데이트 보고서)은 등록 계약을 갱신하기 30 ~ 60일 

이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Microsoft는 이를 통해 연간 송장 발급 이전에 고객에게 허용되는 

라이선스 전환 또는 라이선스 감소 유무를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Enterprise 

Agreement 트루업 가이드를 참조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indows Azure 

연간 트루 업 모델에서 눈에 띄는 예외 사항은 Windows Azure에 있습니다. Windows Azure 

가입 초기에는 초기 연간 재정 약정이 대략적인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실제 사용량이 

이러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분기별로 모든 초과 사용량에 대한 송장이 발부됩니다. 하지만 

가입 기간 중 언제든지 약정 수준을 늘려서 예상 사용량에 대한 재정 약정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지급 예측 수준을 높이는 이점 뿐만 아니라 연간 재정 약정과 

연동함으로써 Windows Azure 가격(약정 가격)이 표준 Windows Azure 가격보다 낮아져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얻게 됩니다. (Windows Azure 가격 및 지불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제품 목록을 참조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계약 갱신 

Microsoft와 고객은 종종 EA 갱신에 대해 논의를 하지만, 실제로 갱신은 각각의 등록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EA가 기업 등록 계약, 핵심 인프라 등록 계약(ECI),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 등록 계약(EAP) 등 여러 가지 등록 계약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 계약 갱신을 위한 옵션 

3년 등록 기간이 종료되면 추가로 3년간 등록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3년 계약이 만료될 경우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갱신 가격은 Software Assurance를 

기준으로만 책정되며, 온프레미스 라이선스의 기업 가격은 적정 수준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가입 프로그램을 통해 등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이선스와 Software 

Assurance를 모두 고려하여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갱신 가격이 책정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 밖에도 이전에 라이선스를 취득한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영구 

권한을 유지하고자 하는 고객에게는 구입 옵션이 제공됩니다.  

Windows Azure 등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등록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갱신하거나 

다른 등록 계약과 동일한 기간에 만료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http://www.microsoft.com/download/en/details.aspx?displaylang=en&id=14452
http://www.microsoft.com/download/en/details.aspx?displaylang=en&id=14452
http://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product-licensing.aspx#ta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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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 조정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Microsoft 계정 담당자 또는 파트너와 협의하여 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 주문서를 제출해야만 소중한 라이선싱 권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연속성 및 기타 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Enterprise Agreement 관리 

제품 및 클라우드 서비스 추가 

Enterprise Agreement 기간 중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Microsoft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 라이선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용자 또는 디바이스를 추가하는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한 후 다음 계약 갱신일에 트루 업이라는 연례 조정 프로세스를 통해 

이러한 변경 사실을 적용합니다. 

 신규 제품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원할 경우, 계약 기간 중 언제든 Microsoft 

대리점을 통해 주문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SAM)는 비용을 조정하고 기업 내 소프트웨어 투자를 최적화할 수 

있는 업계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SAM은 현재 진행 중인 플랜을 통해 관리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자산, 소프트웨어의 실행 환경, 그리고 이중화 유무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는 SAM 업무를 수립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리소스를 지원합니다. 

Microsoft SAM 사이트에는 SAM 최적화 키트, 배포 검색에 유용한 여러 가지 SAM 

셀프서비스 도구 링크를 비롯해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를 원할 경우 직접 문의할 수 있는 Microsoft 인증 SAM 파트너 목록이 

나와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AL 추적 

Microsoft Assessment Planning(MAP) Toolkit은 IT 기반 Software Usage Tracker 기능을 

이용하여 Windows Server, Exchange Server, SQL Server, SharePoint Server, System Center 

Configuration Manager 등의 서버 제품에 대한 사용량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와 관련된 자동 기능은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고객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Software Usage Tracker는 실제 서버 사용량을 한 눈에 보여주어 구매한 

CAL과 비교하거나 트루 업 및 계약 갱신을 결정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AL에 재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C: CAL 및 Microsoft CAL Suite 세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MPA Toolkit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microsoft.com/map.http://www.microsoft.com/ma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icrosoft.com/sam/en/us/default.aspx
http://www.microsoft.com/map
http://www.microsoft.com/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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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주문 처리 VLSC 

볼륨 라이선싱 서비스 센터(VLSC)는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고객이 라이선싱 정보를 

확인하고, Microsoft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볼륨 라이선싱 혜택 및 가입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기본 공간입니다. 

VLSC 라이선싱 대시보드는 사이트 경보 알림 영역, 볼륨 라이선싱 소식 및 공지 영역, 

그리고 주요 작업 링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Enterprise Agreement로 구매한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VLSC의 기능입니다. 

 라이선스 요약과 관계 요약으로 구성된 라이선싱 정보  

o 라이선스 요약. VLSC에서 프로그램이나 계약에 관한 현재와 과거의 Microsoft 

라이선스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관계 요약. VLSC에서 사용자 프로필과 연동된 모든 볼륨 라이선싱 계약을 나타낸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솔루션, 연락처, 라이선스 및 구매 

주문서에 대한 세부 정보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계 요약은 VLSC에 액세스할 

때 사용하는 Windows Live ID와 연동된 모든 볼륨 라이선싱 ID를 통합하여 

간략히 나타냅니다. 

 다운로드. 빠른 다운로드 속도와 간편하고 확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라이선싱 

자격에 따라 원하는 제품을 VLSC에서 더욱 쉽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품 키. VLSC는 Windows 운영 체제의 제품 키를 요청하거나 모든 Microsoft 라이선스 

제품의 볼륨 라이선스 키를 가져오거나 기술 지원을 이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Software Assurance 혜택 요약. 사용자 프로필과 연동된 모든 계약에서 이용할 수 있는 

Software Assurance 혜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Software Assurance 혜택 요약은 모든 

계약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전체 혜택 수량, 아직 사용하지 않은 혜택, 그리고 아직 

활성화하지 않은 혜택을 알려줍니다. 

 온라인 서비스. Microsoft 온라인 서비스 가입과 관리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에 

액세스합니다. 

 구독. Microsoft Developer Network(MSDN) 및 TechNet 구독을 위한 세부 정보 및 관리 

도구에 액세스합니다. 

 도움말. VLSC 사이트 정보, FAQ, 그리고 지원 센터 연락처 정보에 액세스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 솔루션을 수용하기 위해 관리 프로세스를 변경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Microsoft 클라우드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이 세 가지 있습니다. 

 Microsoft 기업 계정 포털을 사용하여 Office 365, Windows Intune 및 Dynamics CRM 

가입 서비스를 관리하세요. 이 통합 포털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가입 라이선스와 규정을 

볼륨 라이선싱 서비스 

센터(VLSC)는 모든 라이선싱 

정보에 액세스하고, 제품을 

다운로드하고, Microsoft 

온라인 서비스를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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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거나 각 사용자 계정 및 운영 권한(도메인 재위임, 디렉터리 동기화 및 SSO 관리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Windows Azure 기업 포털을 사용하여 계정을 관리하거나, 다양한 Windows 

Azure 서비스의 규칙 및 설정을 구성하거나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System Center를 사용하여 Microsoft의 공용 및 사설 클라우드 구현을 

관리하세요. System Center의 포괄적 관리 기능을 통해 기존 물리 서버에서 가상 서버, 

가상 컴퓨터, 실행 중인 워크로드,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기반 클라우드 구성 요소에 

이르기까지 전체 IT 인프라 스택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Software Assurance 활용 

최신 Windows Enterprise 에디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든, 24 x 7 문제 해결 지원을 

요청하든, 혹은 직원에게 Office 교육을 제공하든 상관없이 원하는 혜택은 볼륨 라이선싱 

서비스 센터(VLSC)를 통해 요구해야 합니다. 

VLSC에 로그인하면 원하는 특정 혜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각 

혜택의 요구 및 사용에 대한 지침은 Software Assurance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oftware Assurance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지원 요청 

프리미어 지원은 EA 등록 기간 중 매년 할당되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프리미어 지원에는 

트루 업 개념이 없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 시간을 구매하여 특정 수준의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지원을 원할 경우 지정된 Microsoft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엔터프라이즈 전략 서비스 요청 

엔터프라이즈 전략 프로그램(ESP)은 Microsoft 제품 목록에 언급되어 있듯이 EA 기간 중 

매년 할당된 Microsoft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와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onnect, Foundation, Portfolio 등 세 종류의 서비스 솔루션이 있지만 ESP에도 

트루 업 개념은 없습니다. 대신에 Capacity Add-On 옵션을 통해 추가 용량을 구매할 수는 

있습니다. 

지불 솔루션 활용 

Microsoft 지불 솔루션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EA를 체결하든, 

기존 EA를 갱신하든, 트루 업 프로세스를 통해 연간 증가량을 조정하든, 혹은 제품, 서비스 

또는 하드웨어를 추가로 구매하든 상관없이 Microsoft 지불 솔루션은 원하는 IT 솔루션을 

구매함과 동시에 비즈니스 요건을 수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지불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처 Microsoft 대리점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icrosoft.com/softwareassurance
http://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product-licensing.aspx#ta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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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온라인 관리 도구 및 정보 

Enterprise Agreement의 제반 요소를 활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온라인 도구에 

대한 액세스가 기업 담당자들에게 지원됩니다.  

 볼륨 라이선싱 서비스 

센터(https://www.microsoft.com/Licensing/servicecenter/default.aspx). 볼륨 라이선싱 

서비스 센터(VLSC)에서는 라이선스 제품을 다운로드하거나 제품 키에 액세스하거나, 

볼륨 라이선싱 계약 및 라이선스 취득 활동을 모두 관리할 수 있습니다.  

 Software Assurance 혜택(www.microsoft.com/softwareassurance) 대부분의 혜택은 볼륨 

라이선싱 서비스 센터(VLSC)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Software Assurance 

웹 사이트를 통해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제공됩니다. 

참고: Microsoft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입하면 온라인 관리 및 모니터링 도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의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를 참조하세요.   

Enterprise Agreement의 구매, 갱신 또는 추가 

Enterprise Agreement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 갱신하거나 추가하려면 먼저 Microsoft 

공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관리자(ESA) 또는 Microsoft 공인 총판 대리점(LAR)에 

문의하세요.   

•  미국의 경우 (800) 426-9400으로 문의하거나 공인 대리점을 찾아보세요.   

•  캐나다의 경우 Microsoft 리소스 센터((877) 568-2495)로 문의하세요.   

교육기관, 정부 및 자선 단체 

교육기관, 정부 또는 자선 단체의 계열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는 볼륨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추가로 활용하여 파트너 및 가격 혜택 등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각 지역별 볼륨 라이선싱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곳 

Microsoft 전 세계 볼륨 라이선싱 www.microsoft.com/licensing  

Microsoft 온라인 서비스 www.microsoft.com/licensing/onlineservices  

Software Assurance www.microsoft.com/softwareassurance  

Enterprise Agreement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 갱신하거나 

추가하려면 Microsoft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https://www.microsoft.com/Licensing/servicecenter/default.aspx
http://www.microsoft.com/softwareassurance
http://www.microsoft.com/licensing
http://www.microsoft.com/licensing/worldwide.aspx
http://www.microsoft.com/licensing/worldwide.aspx
http://www.microsoft.com/licensing
http://www.microsoft.com/licensing/onlineservices
http://www.microsoft.com/software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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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서비스 센터 www.microsoft.com/licensing/existing-

customers/manage-my-agreements.aspx   

Microsoft Financing www.microsoft.com/licensing/how-to-buy/financing.aspx 

http://www.microsoft.com/licensing/existing-customers/manage-my-agreements.aspx
http://www.microsoft.com/licensing/existing-customers/manage-my-agreements.aspx
http://www.microsoft.com/licensing/how-to-buy/financing.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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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등록 계약 비교 
다음은 기업 등록 계약,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 등록 계약, 핵심 인프라 등록 계약, Windows Azure 등록 계약을 서로 비교한 

표입니다. 

Enterprise 

Agreement 

제품 프로그램 메커니즘 

기업 등록 계약  CAL Suites  

 Office Professional Plus 

 Windows OS 

 추가 제품 및 온라인 서비스 

 연 1회 트루업 

 3년 계약 

 모든 데스크톱 PC에 적용(일부 온라인 서비스 

제외)  

 추가 제품(이용 가능)  

 온프레미스에서 대등한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 가능 

 Software Assurance 필수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 

등록 계약 

 SQL Server 

 BizTalk Server 

 Visual Studio 

 SharePoint Server 

 연 1회 또는 3년 1회 트루 업 옵션 

 3년 계약 

 최소 초기 구매 필수 

 Software Assurance 필수:  

o 모든 신규 라이선스에 License and Software 

Assurance(L&SA) 적용 

o 현재 Software Assurance 계약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 라이선스 비용 유예 

 가입 프로그램 옵션 미지원 

핵심 인프라 등록 계약  Datacenter 및 Standard Server 

Suites:  

 Windows Server  

 System Center  

 연 1회 트루업 

 3년 계약 

 최소 초기 구매 필수 

 두 가지 Suite 에디션 중 선택  

 프로세서 단위 라이선싱 

 Software Assurance 필수 

Windows Azure 등록 

계약* 

 

 Windows Azure 서비스  1년 및 동일 기간의 가입 옵션** 

 3년 계약 

 최소 초기 구매 필수 

 Software Assurance 불필요 

  

 

* Windows Azure 서비스는 Windows Azure 등록 계약과 동일한 구매 약정과 가격으로 다른 등록 계약을 통해 추가 온라인 

서비스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동일 기간의 가입 옵션이란 고객의 다른 등록 계약이 만료될 때 Windows Azure 등록 계약이 만료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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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Enterprise Agreement 구조 

Enterprise Agreement 구조 

Enterprise Agreement의 구조는 Microsoft Business and Services Agreement(MBSA), 

Enterprise Agreement, 그리고 Enterprise Agreement 등록 계약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BSA는 Enterprise Agreement와 서비스 약관을 포함해 다수의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Enterprise Agreement는 EA에 따라 체결된 모든 등록 

계약보다 우선합니다. 각 등록 계약은 약관이 따르며, 이 약관은 해당 등록 계약에서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솔루션에만 적용됩니다. 그 밖에 주문, 결제 및 가격 조건도 등록 

계약에 간략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구조의 목적은 등록 계약을 통해 

라이선스를 추가 구매할 때 약관을 재협상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우선 계약 약관에 한 

번만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라이선스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 구성 요소 

Microsoft Business and Services Agreement(MBSA)가 필요합니다. MBSA는 마스터 

계약으로서,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및 서비스 계약과 공통되는 계약 약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Enterprise Agreement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혹은 그 이전에 한 번만 

서명하면 성립됩니다. 

Enterprise Agreement는 모든 등록 계약에 적용되는 라이선스 약관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Enterprise Agreement 등록 계약에는 기업이 Enterprise Agreement에 따라 제품 라이선스를 

구매할 때 필요한 기본 정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정보로는 구매 요건, 주문 

규칙, 결제 옵션 및 가격 조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 조정 및 제품을 비롯해 등록 

계약에 전사적 구매 약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건 등 구매와 관련된 세부 정보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등록된 계열사, 포함된 계열사, 특정 등록 계약 담당자,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관리자(ESA) 또는 총판 대리점(LAR)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Microsoft 라이선싱 제품 사용 권한(PUR)은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한 특정 Microsoft 라이선스 제품의 사용 권한에 대해 다양한 세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매월 업데이트되는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제품 목록은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통해 라이선스를 취득한 Microsoft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제품 사용 권한 또는 Microsoft 제품 목록 문서 

사본은 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product-licensing.asp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Business and Services 

Agreeme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 

Enterprise Agreeme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업 등록 계약 

핵심 인프라 등록 계약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 등록 계약 

Windows Azure 등록 계약 

 

http://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product-licensing.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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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CAL Suite 
클라이언트 액세스 라이선스(CAL)는 특정 Microsoft 서버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할 수 있는 라이선스로서 사용자와 디바이스는 

Microsoft 서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함께 사용하여 해당 서버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AL 라이선스를 

취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세요.  

• Microsoft는 Core CAL Suite(Core CAL), Enterprise CAL Suite(ECAL) 등 두 가지 CAL Suite를 공급하여 다수의 서버 제품 및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A를 통해 CAL Suite 라이선스를 취득할 때는 전사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 Enterprise CAL Suite는 다른 CAL Suite 구성 요소와 함께 Core CAL Suite의 모든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CAL Suite 

구성 요소는 아래 차트를 참조하세요.)* 

• Enterprise CAL Suite는 선불 방식으로, 또는 Core CAL Suite에서 업그레이드(Step-up)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EA를 

통해 CAL Suite를 취득한 고객은 Software Assurance까지 적용하여 서버 제품 업데이트와 동시에 CAL 라이선스까지 

업데이트함으로써 라이선스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 Microsoft는 앞으로도 CAL 구매 시 사용자 단위의 라이선싱 모델과 디바이스 단위의 라이선싱 모델을 모두 지원할 것입니다. 

o 사용자 CAL은 액세스에 사용되는 디바이스 수에 상관없이 파일 저장이나 인쇄 등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버에 

액세스하는 모든 사용자의 CAL을 구매하는 라이선스입니다. 기업 직원이 다수의 디바이스 또는 알 수 없는 

디바이스를 사용해 기업 네트워크에 로밍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 혹은 단순히 기업 사용자 수보다 디바이스 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사용자 CAL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o 디바이스 CAL은 서버 액세스를 위한 디바이스 사용자 수에 상관없이 서버에 액세스하는 모든 디바이스의 CAL을 

구매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업무 교대 등 직원들이 디바이스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제 및 관리적 측면에서 

디바이스 CAL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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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 Suite 구성 요소는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Microsoft 서버 제품 및 서비스의 특징과 기능을 지원합니다. 최신 CAL Suite 제품 및 라이선싱 

정보는 www.microsoft.com/calsuites를 참조하세요.  

**참고: CAL 라이선스를 취득할 때는 CAL이 서버 소프트웨어 버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Windows Server 2012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2012 

Windows Server CAL 라이선스도 취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http://www.microsoft.com/calsu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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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Software Assurance 혜택 요약 
다음은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의 Software Assurance 혜택을 신제품, 배포, 교육, 지원, 전문 기술 혜택 등의 유형별로 구분해 

요약한 표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EA에 따라 구매한 라이선스(Windows, Server 또는 Office 등)의 볼륨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혜택 설명 자격 요약 

신제품   

신제품 버전 

 

새로운 소프트웨어 버전 릴리스가 

제공되어 최신 기술에 대한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되는 모든 라이선스는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Step-up 라이선싱 가용성 소프트웨어를 하위 에디션에서 상위 

에디션으로 저렴하게 마이그레이션(예: 

Office Standard에서 Office Professional 

Plus로)할 수 있습니다. 

Step-up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면 적격한 하위 에디션 

제품의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제품 

목록(http://www.microsoft.com/licensing/productlist/) 

을 참조하세요.  

Microsoft Desktop 

Optimization Pack(MDOP) 

 

가상화, 정책 관리, 진단 및 복구 도구 등 

혁신 기술을 제공합니다. 
MDOP에 가입하려면 Windows 데스크톱 운영 

체제에 활성 상태의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Windows 8 Enterprise 오늘날 대기업의 모바일 생산성, 보안, 

관리 효율성 및 가상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프리미엄 기능을 지원합니다. 

Windows 데스크톱 운영 체제에 활성 상태의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되어 있으면 이 혜택을 

위한 자격을 갖춘 셈입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추면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된 디바이스에서 

Windows 8 Pro 대신에 Windows 8 Enterpris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포   

계획 서비스 Microsoft 파트너의 체계적인 계획 

서비스로 Microsoft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및 서버 제품, 클라우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계획 서비스 일정은 적격 Office 응용 프로그램, CAL 

Suite, 그리고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된 Server 

제품 개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Software Assurance를 통한 

라이선스 이동성 
기존 라이선스를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버팜에 할당하여 서버 응용 프로그램 

라이선스 일부를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적격한 서버 응용 프로그램 제품에 Software 

Assurance를 적용하면 라이선스 이동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Virtual Desktop 

Access 권한 
라이선스 디바이스가 서버에서 실행되는 

최대 4개의 가상 Windows 인스턴스에 

액세스하거나, 라이선스 디바이스에서 

로컬로 최대 4개의 가상 Windows 

인스턴스를 실행하거나, 라이선스 

디바이스에서 서버의 물리적 Windows 

인스턴스 1개에 원격으로 액세스하거나, 

최대 2개의 물리적 Windows 인스턴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Windows VDA 권한을 이용하려면 Windows 

데스크톱 운영 체제에 활성 상태의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http://www.microsoft.com/licensing/productlist/)d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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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Companion 

Subscription License(CSL) 
라이선스 디바이스의 기본 사용자가 VDI를 

통해 기업 데스크톱에 액세스하거나, 

사무실에서도 최대 4대의 개인 소유 

디바이스 또는 x86/64가 아닌 기업 소유 

디바이스에서 Windows To Go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Windows CSL에 가입하려면 Windows 데스크톱 

운영 체제에 활성 상태의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Windows RT Companion 

VDA 권한 
기업 소유의 Windows RT 도우미 

디바이스가 데이터센터에서 실행되는 

Windows 가상 인스턴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기업 소유의 Windows RT 도우미 디바이스가 

데이터센터에서 실행되는 Windows 가상 인스턴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Windows To Go 사용 권한 IT 관리자는 부팅이 가능하도록 LOB 앱, 

설정 및 기업 데이터가 포함된 기업 

Windows 이미지를 호환되는 USB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저장하여 사용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Windows 데스크톱 운영 체제에 활성 상태의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되어 있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Windows To Go 권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로밍 사용 권한 라이선스 디바이스의 기본 사용자는 개인 

소유 PC 같이 기업 소유가 아닌 

디바이스에서 VDI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또는 Windows To Go를 통해 기업 

데스크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Windows 로밍 사용 권한을 이용하려면 Windows 

데스크톱 운영 체제에 활성 상태의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Windows Thin PC 엔터프라이즈급 플랫폼을 통해 기존 PC를 

씬 클라이언트로 용도 변경함으로써 VDI의 

엔드포인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Windows Thin PC를 이용하려면 Windows 데스크톱 

운영 체제에 활성 상태의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Office 로밍 사용 권한 라이선스 디바이스의 기본 사용자는 가정 

또는 계약직 종사자의 PC 같은 제3의 

디바이스에서 가상 환경을 통해 Office, 

Project 및/또는 Visio에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Office 로밍 사용 권한을 이용하려면 적격 

디바이스의 Office, Project 및/또는 Visio에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Windows 8 앱의 Enterprise 

테스트용 로드 
Windows 8 앱을 공용 Windows 스토어를 

통해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 내 

디바이스에 직접 배포하는 데 필요한 사용 

권한과 제품 키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사용 권한과 제품 키를 이용하려면 Windows 

데스크톱 운영 체제에 활성 상태의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Software Assurance를 통한 

TechNet 혜택 

 

IT 부서가 전문가와 기술 정보뿐만 아니라 

테스트 및 평가를 위한 베타 및 최종 

버전의 제품에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된 적격 서버 제품 

하나당 직원 1인이 TechNet의 Online Concierge 

Chat 및 Managed 게시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TechNet Professional Subscription을 1회 

무료로 구독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Microsoft Office  

Multi-Language Pack 

 

IT 부서는 37개 언어가 지원되는 단일 

Office 이미지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Office Multi-Language Pack을 

사용하려면 현재 Office 시스템 제품에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육   

교육 쿠폰 

 

IT 전문가와 개발자를 위한 심화 기술 

강의를 지원합니다.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된 적격 Office 및/또는 

Windows 운영 체제 라이선스 개수에 따라 

교육일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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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러닝 최종 사용자를 위한 대화식 자가 학습을 

개발하여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을 통해 

제공합니다.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된 모든 적격 

라이선스(Office Word 또는 Windows OS 등) 하나당 

직원 1인이 해당 제품의 E-러닝 강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가정 사용 프로그램 직원들은 최신 버전의 Microsoft Office를 

저렴하게 다운로드하여 가정용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된 Office 응용 프로그램 

라이선스마다 라이선스 PC 또는 디바이스의 사용자 

1인이 해당 제품의 복사본 하나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24x7 문제 해결 지원 

 

Microsoft 서버 및 데스크톱 제품에 대해 

24시간 전화 및 웹 인시던트 지원을 

제공합니다. 

Open License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하나 이상의 

서버 라이선스에 SA가 적용되어 있으면 무료 전화 

지원 인시던트 1회, 그리고 SA가 적용된 적격 서버 

제품에 대한 무제한 웹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밖에도 시스템 및 응용 프로그램 SA에 미화 

200,000달러를, 그리고 서버 및 CAL SA에 미화 

20,000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전화 지원 인시던트가 

하나씩 추가됩니다. 

핫픽스 확장 지원 표준 제품 지원을 넘어 고객 인시던트 

단위 기준으로 특정 제품 픽스를 

지원합니다. 

확장 지원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연간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제품 

풀과 프리미어 지원 계약에 대한 SA가 완전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전문 기술 혜택   

재해 복구를 위한 콜드 백업 재해 복구를 위한 오프라인("콜드") 

백업으로 사용할 서버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각각의 적격 서버 라이선스에 Software Assurance와 

관련 CAL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재해 복구를 

목적으로 "콜드" 서버에서 하나의 소프트웨어 

인스턴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소스 라이선싱 

프로그램 

 

사내 개발 및 지원을 위해 Microsoft 

Windows 소스 코드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시스템 제품 풀에 따라 구매한 

모든 제품에 SA가 적용되고, 이와 동시에 SA 적용 

데스크톱 수가 1,500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분할 납부 라이선스 및 Software Assurance 결제 

금액을 연 3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Open License를 제외한 모든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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