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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소개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을 통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소매 패키지 형태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취득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소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미디어(플로피 디스크, CD-ROM 또는 DVD 형식), 사용자 설명서, 
제품 지원 액세스, 그리고 Microsoft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약관(이전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 EULA)과 함께 
패키지로 판매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약관에는 고객에게 허용 및 금지된 소프트웨어 사용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통해 Microsoft 소프트웨어 
제품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자에게 부여됩니다.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의 이용 고객은 소매 패키지 
형태의 소프트웨어 가격 이상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볼륨 라이선싱을 통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취득할 경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만 부담하고 그 밖에 다른 비용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볼륨 라이선싱과 함께 
Microsoft Software Assurance 구매도 가능한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처럼 비용 효율적인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 하나로 기업은 24x7 지원, 배포 계획 서비스, 사용자 및 기술 교육, 최신 Microsoft 소프트웨어 
릴리스 및 고유 기술 등의 혜택을 모두 이용하여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더라도 미디어(또는 보조 미디어), 설명서, 제품 지원을 
필요에 따라 다운로드하거나 실제 미디어를 통해 별도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이드 사용 방법 
이 가이드는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을 간략히 소개한 개요입니다. 가이드 정보는 최적의 볼륨 
라이선싱 옵션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업 유형과 규모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나눈 기업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주요 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영리 기업 

▶ 교육 기관 

▶ 정부 기관 

▶ 자선 단체 

▶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파트너 

그 밖에도 각 장에는 소프트웨어 자산 추적 도구, 유지보수 프로그램, 온라인 관리 서비스 등 각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추가 혜택과 리소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의 마지막에는 프로그램 기능을 빠르게 
비교할 수 있는 차트와 온라인 선택 도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모든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적용되는 두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 수 있는 두 개의 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 사항은 더욱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제품 사용 권한(PUR):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에 따른 제품별 약관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 약관에 따라 
Microsoft 제품의 사용 방식이 결정됩니다. 

▶ Software Assurance: 비용 효율적인 프로그램 하나를 통해 새로운 제품 버전, 배포 계획, 지원, 교육 및 고유 
기술을 모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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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이해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다음은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정책 및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주요 기업 특성입니다. 

▶ 기업의 규모와 유형 

▶ 라이선스 구매를 원하는 제품 

▶ 제품 사용 방식 

 

기업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적합한 프로그램 
가장 기본적인 레벨에서는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 모델을 다음 두 가지 주요 카테고리에 따라 적용합니다. 

▶ 보유한 컴퓨터 수가 5 ~ 250대인 기업 

▶ 보유한 컴퓨터 수가 250대 이상인 기업 

컴퓨터 보유 수가 250대 미만인 기업은 현재 전 세계 파트너 채널에 제공되는 Microsoft Open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비용을 최소화한 볼륨 할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 프로그램은 영리 기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라이선스 
구매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Open Value는 데스크톱 PC가 5대 미만인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Software Assurance, 간편한 라이선스 관리, 
그리고 연간 지불 방식의 혜택이 제공되며, 전사적(Company-wide) 옵션과 비전사적(Non-Company-wide) 옵션이 
있습니다. 

▶ Open Value Subscription은 Microsoft 제품 라이선스의 구매보다는 가입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일부 국가 또는 지역에만 제공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Open 프로그램 중 초기 비용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수년 간 데스크톱 PC 수가 줄어들 때마다 전체 라이선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 Open License는 최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개수를 5개로 최소화하고 싶어하는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업 성장에 따라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업에 이상적입니다. 
또한 Open License의 볼륨 기능에 따라 볼륨 구매도 가능합니다. Open 볼륨 구매는 제품 풀 및 포인트 시스템을 
사용하여 최소 구매 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 고객을 위한 옵션입니다. 단일 제품 풀에서 기본적으로 최소 500 
포인트만 보유하면 이 옵션의 대폭적인 할인을 통해 더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보유 수가 250대 이상인 기업은 다음과 같은 Microsoft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Microsoft Select Plus는 컴퓨터 보유 수가 250대 이상으로 여러 계열사를 보유한 중견 기업과 대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모든 사업 부서에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동시에 단일 기업의 가격 절감 
혜택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Microsoft Enterprise Agreement(EA)는 전사적 수준에서 데스크톱 IT를 표준화하려는 대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를 위해 Microsoft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구매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등록 기간은 기본 3년이며, 대폭적인 가격 할인과 Software Assurance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 Microsoft Enterprise Subscription Agreement(EAS)는 Microsoft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구매보다는 가입을 원하는 
대기업을 위한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3년 가입을 기준으로 초기 비용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가입 프로그램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EA와 혜택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구매 라이선스의 영구 사용 
권한이 허용되는 EA와 달리 이러한 가입 계약에서는 가입 유효 기간에 한해 Microsoft 소프트웨어 액세스가 
허용됩니다. 

이와 같이 기업 규모 외에 기업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대학교 같은 일부 공공 
부문의 교육 기관들에는 추가 할인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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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 및 기타 기업에 적합한 프로그램 
컴퓨터 보유 수가 250대 미만인 공공 부문 기업은 Open 프로그램의 사용자 지정 버전인 Open License, Open Value 및 
Open Value Subscription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 License for Academic과 Open License for Government 
프로그램은 영리 기업을 위한 Open License 프로그램과 비슷하지만 가격과 파트너 채널이 다릅니다.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정부 기관들도 Open Value for Government와 Open Value Subscription for Government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선 단체들이 Open License for Charities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나 지역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적용 여부는 Microsoft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컴퓨터 수가 250대 이상인 정부 기관과 교육 기관은 Select Plus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기관들은 
Enterprise Agreement 프로그램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연간 가입을 통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취득하고자 하는 교육 기관은 Microsoft Enrollment for Education 
Solutions(초등학교/중고등학교/대학교용)와 Microsoft School Enrollment(초등학교/중고등학교 전용) 등, Microsoft의 두 
가지 고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Microsoft는 파트너 기업의 특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Microsoft ISV Royalty Licensing 
프로그램과 Microsoft Services Provider License Agreement(SPLA) 같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기업 유형과 규모 외에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라이선스 구매를 원하는 제품입니다. 제품군에 따라 라이선싱 
모델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Microsoft Office 2013 제품군 같은 데스크톱 PC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장치마다 라이선스를 할당해야 합니다. 장치 또는 네트워크 장치에 라이선스만 할당되어 있으면 복사본의 수나 버전에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Windows 8.1 Pro 운영 체제 같은 데스크톱 PC 운영 체제는 로컬이든 원격이든 라이선스 제품에 액세스하는 장치마다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참고: 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복사본은 1개로 제한됩니다. 

볼륨 라이선싱에서 데스크톱 PC 운영 체제 라이선스는 "업그레이드 라이선스"입니다. 따라서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장치에 할당하려면, PC 제조업체가 PC에 사전 설치했거나 소매 매장에서 풀패키지 제품(FPP)의 형태로 할당한 
"적격 운영 체제" 라이선스가 있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자격에 부합하는 "적격 운영 체제"는 볼륨 라이선싱 
웹사이트(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product-licensing.aspx)의 제품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서버 제품은 운영 체제 환경(OSE)이 실제든 가상이든 상관없이 서버에서 실행되는 서버 소프트웨어 
인스턴스마다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 권한의 폭이 더욱 넓은 제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Windows Server 
2012 R2 Standard 에디션의 운영 체제 라이선스는 최대 2개의 가상 OSE에서 인스턴스를 실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라이선스 서버에서 가상 인스턴스를 한 번에 관리하기 위한 용도의 호스트 인스턴스 1개가 실제 장치에 
제공됩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Datacenter 에디션 같은 일부 제품에서는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인스턴스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Windows Server 2012 R2 Standard에서 언제든지 가상 인스턴스를 모두 실행할 수 있는 것 
외에도 Windows Server 2012 R2 Standard와 Datacenter 에디션은 모두 라이선스 서버에 탑재된 실제 프로세서마다 
라이선스를 할당해야 합니다. 

서버 운영 체제 제품은 서버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는 사용자 또는 장치마다 Microsoft Client Access License(CAL)가 
필요합니다. CAL은 버전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액세스하려는 서버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거나 그 이후의 버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Windows Server 2012 CAL을 사용해도 Windows Server 2012 R2를 실행하는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AL은 동일 주체가 라이선스를 구매한 서버에 대해서는 액세스를 허용하지만 다른 주체가 라이선스를 구매한 서버에는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Microsoft 클라우드 서비스 라이선싱 

Microsoft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외에도 Microsoft Online Subscription Program을 통해 클라우드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볼륨 라이선싱 계약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추가 방법은 다음 두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http://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product-licensing.aspx#ta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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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 라이선싱 계약 유형 

▶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날짜 

컴퓨터 수가 250대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EA 같은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통해 Microsoft 온라인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장: 영리 기업에 적합한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컴퓨터 수가 이보다 적은 기업은 www.microsoft.com/online에서 Microsoft Online Subscription Program(MOSP)을 
선택해야 합니다. 

Microsoft 지불 솔루션 
Microsoft 지불 솔루션은 기업과 공공 부문의 고객들이 IT 솔루션을 저렴하게 구매할 뿐만 아니라 지출을 예측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가장 중요한 문제인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IT 솔루션을 찾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는 전 세계 14개국의 여러 금융 업체들과 협력하여 Microsoft 지불 솔루션 프로그램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재정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 파트너들이 고객을 지원하여 기술 관련 비즈니스 요건과 목표를 
결정하고, 예산에 적합한 지불 구조를 세우고, 원활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Microsoft 지불 솔루션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제품 솔루션을 포함해 고객의 모든 IT 요건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재정적 리소스를 고객에게 지원합니다. 이미 Microsoft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한 기업에게는 편리하고 
유연한 지불 옵션을 지원하여 소프트웨어 비용을 장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현금 자원 유지에 
기여합니다. 

추가 수수료 없이 쉽고 간단하게 대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도 필요 없고, 상환 기간도 2 ~ 
5년으로 폭넓기 때문에 비즈니스 운영에 따라 비용 지불도 쉽게 할 수 있으며 IT 혜택도 즉시 실현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지불 솔루션은 다음과 같이 전략적인 IT 구매를 지원합니다. 

▶ 비즈니스 목표 달성에 필요한 IT 솔루션 구매 

▶ 한 번의 투자로 소프트웨어, 서비스(배포 등), 파트너 제품 및 하드웨어를 모두 관리 

▶ 비용에 따른 IT 혜택 조정 

▶ 빠르고, 간편하고, 호의적인 대출 서비스 

필요한 IT 솔루션을 예산에 맞춰 구매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하고 저렴한 지불 구조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지불 솔루션 홈페이지(www.microsoft.com/financing)를 참조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icrosoft.com/en-us/office365/small-business-home.aspx
http://www.microsoft.com/financing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가이드  

2013년 11월 5 

 

 

2장: 영리 기업에 적합한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 선택 
Microsoft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방식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규모의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소수의 데스크톱 PC를 보유한 소기업에서부터 수많은 클라이언트 및 서버 
장치를 관리하는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볼륨 할인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가장 직접적인 혜택입니다. 그 밖에도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프트웨어 사용 추적으로 법규 준수 

▶ 특히 데스크톱 PC의 업데이트 및 새 버전 배포 

▶ 구매 업무의 중앙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방식 체계화 

일반적으로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기업 프로그램은 데스크톱 PC가 250대 미만인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과 250대 
이상인 기업을 위함 프로그램,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데스크톱 PC가 250대 미만인 기업을 위한 Microsoft Open 프로그램으로는 Open Value, Open Value Subscription 및 
Open License가 있으며 유연하면서도 기본적인 요건이 수반됩니다. Open 프로그램은 기업의 특정 요건에 따라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하며, 대리점이나 솔루션 제공업체 또는 온라인 공급업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PC가 250대 이상인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Open Value, Open Value Subscription, Enterprise Agreement, 
Enterprise Subscription Agreement 및 Select Plus가 있으며 Microsoft 총판 대리점(LAR)이나 Microsoft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관리자(ESA)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LAR과 ESA 모두 유연한 지불 일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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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Open 프로그램 
PC 수가 250대 미만인 기업 

Open 프로그램 솔루션은 데스크톱 PC 수가 5대 이상인 영리 기업, 교육 기관, 자선 단체1 및 정부2 기관이 최신 
Microsoft 기술을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솔루션은 전 세계 파트너 채널을 통해 초기 비용을 
최소화한 볼륨 할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Microsoft Open 프로그램이 모든 규모의 기업을 위한 솔루션이기는 하지만 데스크톱 PC가 250대 미만인 기업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혜택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 단순성. Open License의 종량제(pay-as-you-go)모델을 통해 주문 즉시 라이선스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가격. 모든 Open 프로그램은 소매 방식의 라이선스 구매 옵션보다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을 넓게 
분할하여 지불 옵션이 유연합니다. 

▶ 유연성. 전 세계 광범위한 파트너 채널을 통해 수많은 소프트웨어 제품에 편리하고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가치.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서비스 센터(VLSC)를 통해 라이선스 관리가 쉽고 편리합니다. 

 

Microsoft Open 프로그램: 세 가지 옵션 
Microsoft Open 프로그램은 Open Value(Company-wide 또는 Non-Company-wide), Open Value Subscription, Open 
License를 비롯한 다양한 구매 옵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Open Value 

Open Value 프로그램은 단일 계약으로 Microsoft 라이선스 제품을 유연하고 저렴하게 사용 및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3년 약정으로서 Software Assurance가 고정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ompany-wide 옵션(최소 필요 장치 수 5대) 

Open Value Company-wide는 하나 이상의 Microsoft 엔터프라이즈 제품을 기반으로 모든 데스크톱 PC를 표준화하는 
영리 기업과 정부 기관에게 추가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선사합니다. 이 단일 플랫폼 옵션 덕분에 고객은 데스크톱 운영 
체제, Microsoft Office 제품군, CAL Suite 등 별도의 구성 요소를 선택하여 데스크톱 PC를 자신의 요건에 맞게 구성할 
뿐만 아니라 계약 시 소프트웨어 제품을 추가 선택하여 다음과 같은 플랫폼 제품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데스크톱 운영 체제: Windows Pro Upgrade 

▶ Microsoft Office 제품군: 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Plus 

▶ CAL Suite: Microsoft Core CAL Suite, Windows Small Business Server CAL Suite, Enterprise CAL Suite  

Open Value Company-wide 옵션에는 전사적 배포에 대한 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Non-Company-wide 옵션(최소 
필요 장치 수 5대) 

서버 또는 소수의 데스크톱 PC에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의의 제품 라이선스에 대해 Non-Company-wide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일부 국가 및 지역의 자선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가용 여부는 대리점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2 Open Value for Government는 데스크톱 PC 수가 250대 미만인 정부 기관을 위한 옵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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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Value Subscription(최소 필요 장치 수 5대) 

Open Value Subscription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스크톱 PC 수에 따라 연 지불액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고 초기 
비용이 가장 낮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또는 이전 버전의 전사적 라이선스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첫 해 절감 효과 증가 

▶ 연중 내내 추가 비용 없이 선택한 전사적 라이선스 제품을 새 데스크톱 PC에 추가할 수 있는 옵션 

▶ 데스크톱 PC 수가 줄어든 해의 지불액 감소 

Company-wide 옵션과 마찬가지로 Subscription 프로그램도 사용자 지정 플랫폼을 통해 구성 요소를 조합함으로써 
기업의 데스크톱 PC 소프트웨어를 표준화할 수 있는 단일 플랫폼 옵션을 지원합니다. 

플랫폼 옵션 

Open Value Company-wide와 Open Value Subscription 모두 플랫폼의 모든 구성 요소 세 가지(데스크톱 운영 체제, 
Microsoft Office 제품군 및 CAL Suite)를 기준으로 기업 내 데스크톱 PC의 라이선스 제품을 표준화하여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옵션은 데스크톱 PC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버전을 추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PC 라이선스를 가장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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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License 

Open License는 2년 약정이며, 처음에 5개의 최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이상적입니다. 또한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종량제 모델을 따르기 때문에 비즈니스 요건이 변화하는 성장 기업에게도 좋습니다. 

Open License 볼륨 구매 옵션: 볼륨 구매 옵션은 2년 약정에 제품 풀과 포인트가 제공되기 때문에 Microsoft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볼륨으로 구매하더라도 종량제 모델을 선호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장치 단위 할인 폭이 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볼륨이 큰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Open License 볼륨 구매 옵션을 이용하려면 최소 구매 수준인 500포인트가 필요합니다. 포인트는 구매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 제품 믹스와 라이선스 수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볼륨 구매 옵션은 제품 풀과 포인트를 사용하여 최소 구매 
수준인 500포인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제품 풀과 포인트 공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풀은 유사한 Microsoft 소프트웨어 제품을 그룹화하여 볼륨 가격 할인의 폭을 더욱 넓혀줍니다. 다음은 제품 풀의 
몇 가지 예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풀은 Microsoft Office 제품군, Microsoft Project, Microsoft Visio 드로잉 및 다이어그램 소프트웨어, 
Microsoft Visual Studio 개발 시스템 등의 제품으로 구성됩니다. 

운영 체제 풀은 Windows 8.1 Pro 같은 Windows 운영 체제 업그레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버 풀은 Microsoft SQL Server Standard 에디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와 Microsoft Exchange Server 같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라이선스 제품에는 포인트 값이 할당되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Plus: 4포인트 

▶ Windows Server Standard: 15포인트 

최소 구매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적립한 포인트를 모두 합산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전체 포인트 값 목록은 제품 목록(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product-licensing.aspx)을 참조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product-licensing.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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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Select Plus Agreement 
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더욱 높은 가치 창출 

Microsoft Select Plus 라이선스 프로그램은 데스크톱 PC 수가 250대 이상이고, 소프트웨어 요건도 복합적인 중견 
기업과 대기업에 이상적입니다. 또한 거래 라이선스(TL) 구매를 원하는 고객에게도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체 기업의 구매 볼륨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 할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매 유연성이 뛰어나고, 자산 
관리 효율을 개선하며, 기업, 계열사 또는 부서별로 소프트웨어 자산 및 서비스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Select Plus의 다양한 혜택 중 일부입니다. 

▶ 모든 계열사 구매 거래가 각각 고객의 고유 ID로 귀속되므로 전사적 가시성과 중앙집중식 보고 방식을 바탕으로 
자산을 더욱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전사적 구매 거래에 대한 자동 가격 할인, 그리고 구매 시점에 상관없이 최대 가치를 실현하는 Microsoft Software 
Assurance를 통해 라이선싱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만료 기한이 없는 전사적 단일 계약, Software Assurance 할당, 그리고 라이선싱 통합을 이용해 계약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Select Plu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볼륨 라이선싱 웹사이트(www.microsoft.com/licensing/licensing-options/select.aspx)를 
참조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구조 

Select Plus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 위치한 등록 계열사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계약입니다. 각 구매 거래는 독립적인 
동시에 단일 마스터 프로그램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Select Plus의 세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 Microsoft Business and Services Agreement(MBSA): Microsoft 라이선싱, 서비스 및 지원 계약에 공통 적용되는 
계약 약관을 명시합니다. 고객은 Select Plus Agreement 서명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이 필수 마스터 계약서에 1회 
서명해야 합니다. 

▶ Select Plus Agreement: 기업이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볼륨 할인가로 제품 라이선스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Select Plus 계열사 등록 신청서: 기업 내 구매 계열사를 식별하여 프로그램에 등록시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Select Plus Agreement에 따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소 하나 이상의 주 계열사가 
이 신청서를 사용하여 등록해야 합니다(추가 양식은 옵션). 

가격 수준 산정 방법 

Select Plus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응용 프로그램, 운영 체제, 서버 등 세 가지 카테고리의 제품 풀로 구분합니다. 고객의 
고유 ID는 기업 주 계열사의 공용 고객 번호(PCN)를 통해 생성되며, 이후부터는 모든 계열사의 PCN과 연동되어 동일한 
계약으로 연결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기업의 볼륨 구매 거래에 따라 가격 수준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며 구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각 풀의 가격 수준은 자동 할인 수준에 따라 적립되는 제품 포인트를 근거로 합니다. 
기업은 최초 주문 시점부터 1년간 500포인트에 도달해야 합니다. 보류 중인 풀을 재활성화하려면 500 포인트의 단일 
주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가지 가격 수준의 포인트를 나타낸 표입니다. 

http://www.microsoft.com/licensing/licensing-options/selec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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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수준 연례 규정 준수 검사 시 최소 포인트 

A 500 

B 4,000 

C 10,000 

D 25,000 
 

 

풀과 포인트 

소프트웨어 제품마다 포인트 값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Office Professional Plus는 2포인트, Microsoft Online Services 
Subscription은 1포인트, Windows Server 2012 R2 Standard는 15포인트입니다. L&SA(License & Software Assurance)에서 
Software Assurance 구성 요소는 해마다 수반되는 전체 라이선스 포인트 값의 50%가 자신의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Office Professional Plus가 2포인트라면 매년 Software Assurance의 포인트는 1포인트가 되며 Select Plus Agreement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됩니다. 

다음 세 가지 옵션이 포함된 각 제품 풀에서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신규 라이선스 구매 

▶ L&SA 구매 

▶ 이전 주문을 통해 L&SA가 이미 적용되었거나, 자격 기준에 따라 Software Assurance를 구매한 제품의 Software 
Assurance 갱신 

기업이 다음 중 한 가지를 만족할 경우 가격 수준이 자동으로 낮아집니다. 

▶ Select Plus Agreement를 통해 지출 비용을 늘려 다음 가격 수준으로 전환할 만큼 충분한 포인트를 획득한 경우 

▶ Select Plus Agreement와 가격 수준이 낮은 기존 영리 및 정부 기관의 Enterprise Agreement 또는 Select License 
Agreement를 연동한 경우3 

가격 수준 조정 

Select Plus Agreement가 활성 상태의 EA 또는 Campus and School Agreement(CASA)와 연동되어 있는 경우 연간 최소 
포인트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Select Plus Agreement와 Select License Agreement를 함께 사용하여 초기 가격 
수준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후 연간 규정 준수 검사 시마다 최소 포인트를 준수해야 합니다. 

등록 계열사가 최초 발주서를 제출하면 기업은 해당 가격 수준에 대한 자격을 얻게 됩니다. 가격 수준에 대한 자격을 
얻은 후에는 1년 중 나머지 기간 동안 또는 구매 볼륨을 늘려 다음 가격 수준에 대한 자격을 얻을 때까지 해당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필요한 최소 포인트를 만족하면 풀에 대한 다음 가격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각 
제품 풀의 가격 수준은 매년 계약 갱신일에 검토를 거쳐 조정됩니다. 하지만 정부 기관이나 교육 기관의 가격 수준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는 이러한 가격 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각 풀에 해당하는 연간 최소 포인트에 이르면 더 높은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계열사가 Select 
Plus Agreement에 따라 체결한 구매 거래를 모두 합산한 후 각 풀의 최소 포인트에 포함시키면 가장 혜택이 큰 가격 
수준이 계산됩니다. 

                                          
3 교육 기관 고객은 Campus and School Agreement와 Select Plus Agreement를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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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연도에 포인트를 획득하여 제품 풀의 연간 최소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 해 해당 풀에 대한 기업의 가격 
수준은 한 단계 떨어집니다. 가격 수준은 매년 한 단계만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 수준이 A이고, 일정 연도에 제품 풀의 연간 포인트가 500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500포인트에 이를 때까지 
해당 풀에 대해 계정이 보류됩니다. 이후 최소 연간 포인트를 주문하면 제품 풀이 자동으로 다시 활성화되며, 새로운 
계약에 서명하거나 계약 약관을 재협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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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Enterprise 

Subscription 

Agreement를 통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가입할 

경우 잠재적으로 

재정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를 운영비 지출로 

처리하여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Microsoft Enterprise Agreement 
IT 표준화를 원하는 대기업 

Enterprise Agreement(EA)는 전사적 IT 표준화를 원하는 동시에, 사용자 유형별로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대기업에 가장 적합한 
라이선싱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서비스 라이선스를 함께 간편하게 구매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한편 비즈니스 우선순위의 변화에 따라 기술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본 개요에서는 엔터프라이즈 제품 정의와 볼륨 가격 수준의 결정 방법 등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 
해결을 위해 실시한 주요 EA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Enterprise Agreement의 주요 특성 

계약 당시에는 계층화된 볼륨 할인 구조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즉,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개별 장치 또는 사용자 단위의 라이선스 가격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 기간 중 
장치를 추가할 경우, 3년 계약 기간 동안 EA의 볼륨 가격 수준에 따라 장치 단위의 라이선싱 
비용은 동일하거나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EA는 단 한 번의 계약으로 Microsoft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모두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예산 책정 및 운영이 매우 간편합니다. 사용자 요구사항과 기업의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어떤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온프레미스에서 실행할지, 혹은 타사에 호스팅을 의뢰할지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EA에는 Software Assurance 혜택도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 비용 없이 배포 계획을 세우거나, 사용자에게 새로운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거나, Microsoft 제품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EA 비용을 3년으로 분할하여 매년 납부할 수도 있어서 향후 예산을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EA 기간에 
신규 사용자 또는 장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현재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적용한 후 다음 “트루 업”이라는 
연간 조정 프로세스를 통해 연 1회 이러한 변경 사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A를 통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나 ESA를 통해 라이선스에 가입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EAS는 단기 
가입으로서 비용이 더 낮을 뿐만 아니라 1년마다 가입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제품과 플랫폼 

엔터프라이즈 제품에는 Windows 8.1 Pro Upgrade, Office Professional Plus 그리고 관련 Client Access License Suite 같은 
온프레미스 Microsoft 핵심 데스크톱 제품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A에서 이 모든 제품의 라이선스는 전사적 
원칙을 따라야 하며, 개별 제품 구성 요소(Component EA라고도 함), Enrollments for Professional Desktop Full 
Platform(Platform EA라고도 함), 또는 Enterprise Desktop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rofessional Desktop Full Platform에 포함된 엔터프라이즈 제품입니다. 

▶ Windows Pro Upgrade 

▶ 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Plus 

▶ Core Client Access License Suite 

다음은 Enterprise Desktop에 포함된 엔터프라이즈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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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Pro Upgrade 

▶ 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Plus 

▶ Enterprise CAL Suite 

엔터프라이즈 제품의 전체 목록은 볼륨 라이선싱 웹사이트(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product-
licensing.aspx#tab=2)의 제품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품 

선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매우 다양하며 모두 추가 제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제품을 추가 
구매할 경우에도 엔터프라이즈 제품과 동일한 L&SA가 적용되지만 전사적 약정은 필요 없습니다. 

계약 체결로 라이선스를 취득한 제품은 엔터프라이즈 제품의 연납 방식과 동일하게 지급액을 3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을 3년간 분할 납부하면 주요 IT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거나 예산 책정 시 예측 능력을 발휘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그 밖에 계약 체결 시 포함되는 추가 제품에도 
트루 업 주문 프로세스 사용 시와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연간 주문도 통합됩니다. 

추가 제품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는 Office Visio, Office Project, Windows Server 및 Exchange Server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추가 제품의 전체 목록은 볼륨 라이선싱 웹사이트(www.microsoft.com/licensing/about-
licensing/product-licensing.aspx#tab=2)의 Microsoft 제품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rver & Cloud Enrollment 

Server & Cloud Enrollment(SCE)는 Enterprise Agreement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 등록 계약(EAP)과 핵심 인프라 
등록 계약(ECI)을 대신할 수 있는 등록 계약입니다. SCE는 새로운 클라우드 최적화 라이선싱 옵션, 간편한 라이선스 
관리, 그리고 최적의 가격과 약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Microsoft 서버 및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광범위한 표준화를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이러한 혜택 중에는 최대 15%의 L&SA 할인과 5%의 Software 
Assurance 할인, 그리고 최적의 Windows Azure 가격 및 약관도 포함됩니다. 그 밖에 완전한 클라우드 관리와 무제한 
지원 같은 혜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SCE 적용 방법 

1. 다음과 같이 하나 이상의 가용한 구성 요소 중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구성 요소를 선택합니다. 

▶ Core Infrastructure(Windows Server & System Center) 

▶ Application Platform(SQL Server, BizTalk Server & SharePoint Server) 

▶ Developer Platform(Visual Studio) 

▶ Windows Azure 

2. 등록하려는 각 구성 요소의 설치 기반을 식별합니다. 설치 기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 Software Assurance(SA)와 함께 배포한 기존 라이선스 

▶ Software Assurance(SA) 없이 배포한 기존 라이선스 

▶ 계약 체결 시 구매할 신규 라이선스 

3. SA를 완전히 적용합니다. SCE는 설치 기반에 완전한 Software Assurance를 적용해야 합니다. 완전한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까지 SA가 적용되어 있는 기존 라이선스에 대해 SA 갱신 

http://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product-licensing.aspx#tab=2
http://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product-licensing.aspx#ta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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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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SA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기존 배포 소프트웨어에 대해 Software Assurance와 함께 가입 

SKU 또는 신규 라이선스 추가 

4. Windows Server에 대해 System Center를 완전히 적용합니다. SCE는 Windows Server에 대해 완전한 
System Center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전체 Windows Server 설치 기반에 System Center 라이선스가 
할당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SCE 등록이 완료되면 고객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모든 제품의 최신 버전 실행 

▶ 가입 라이선싱 옵션 

▶ 등록된 구성 요소에 대해 L&SA 15% 할인 및 SA 5% 할인(Azure 제외) 

▶ Windows Azure 추가 5% 할인(나머지 3개 구성 요소 중 하나 이상 등록 시) 

▶ 핵심 인프라 구성 요소 등록 시 완전한 클라우드 관리 혜택 

▶ 적격한 고객에 대한 무제한 지원 

계약 구조와 세부 정보 

EA는 다른 국가 및 지역에 위치한 등록 계열사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구매 거래는 독립적인 
동시에 단일 마스터 프로그램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EA 구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 Microsoft Business and Services Agreement(MBSA)는 마스터 계약으로서 Microsoft 라이선싱, 서비스 및 지원 
계약과 공통되는 계약 약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고객은 EA 체결 시 또는 그 이전에 한 번만 
MBSA에 서명하면 됩니다. 

▶ Enterprise Agreement는 엔터프라이즈 및 추가 제품 라이선스 취득, 후속 주문, 트루 업 및 영구 사용 권한에 관한 
약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nterprise Agreement 등록 계약은 기업이 Enterprise Agreement에 따라 제품 라이선스를 구매할 때 필요한 기본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라이선싱 계약 약관, 제품, 자회사, 언어 옵션 및 ESA(또는 해당되는 경우 LAR) 
등에 관한 구매 정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모든 EA 등록 계약은 3년 약정이며, 이 기간 동안 최초 주문 시 체결한 모든 제품 약관 및 가격이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은 최대 3년까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를 미리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므로 
매년 예산 책정에 따른 제약을 줄여 회계연도의 지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각 등록 계약의 갱신 기간은 1년과 
3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불 기간 연장 

Microsoft의 지불 기간 연장에 따라 기업은 EA 가격을 월별, 분기별, 6개월, 또는 사용자 지정 지불 계획에 따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지불 기간 연장은 모든 EA 기업 고객에게 자동으로 부여됩니다(신용 승인에 따름). 지불 기간 연장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더욱 넓은 유연성과 선택의 폭: Microsoft와 별도 약정 없이 더욱 유연한 지불 기간(월별, 분기별, 6개월 또는 사용자 
지정 기간)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빠르고 간편한 프로세스: 지불 기간 연장은 기존 EA를 약간만 수정하면 간단히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접근 용이성: 지불 기간 연장 옵션은 EA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 시 요건에 따라 다양한 지불 기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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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대비 다양한 솔루션 이용: 지불 구조를 예산 주기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더욱 포괄적인 솔루션을 
이용하고 가격은 시간에 따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PC당 연간 가격 

EA의 데스크톱 PC당 연간 가격은 예측이 가능하도록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3년까지 데스크톱 PC 기술 비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전 책정된 데스크톱 PC당 가격 및 최초 주문에 따라 매년 EA 등록 계약 갱신일에 
지불합니다. 최초 주문 시 결정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지불 가격은 예기치 못한 가격 인상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예산을 초과하는 일이 없습니다. 

트루 업 

EA 등록 기간 중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 데스크톱 PC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EA에 데스크톱 PC를 추가할 경우 계약 
초기에 등록한 데스크톱 PC와 동일한 라이선스가 즉시 적용됩니다. 추가한 데스크톱 PC는 "트루 업" 주문이라는 연간 
프로세스를 통해 보고합니다. 

트루 업은 매년 1회 주문(갱신 전 세 번째 연도 포함)으로 연중 추가 배포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주문을 모두 
통합합니다. 그 밖에도 고객은 비용 관리를 위한 추가 혜택으로서 연중 수 차례 트루 업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트루 업에 추가되는 혜택입니다. 이러한 연간 트루 업 기능은 한 번의 구매 
주문으로 다수의 소프트웨어 추가 사용을 통합하여 보고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내에 추가할 
데스크톱 PC가 없을 경우, 업데이트 보고서를 통해 트루 업 주문이 없을 예정임을 Microsoft에 알려야 합니다. 

스텝 업 

스텝 업은 최신 제품 에디션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라이선스로서 두 소프트웨어 에디션의 라이선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Standard 에디션 소프트웨어 제품을 Professional 또는 
Enterprise 에디션(EA)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에 대한 Software Assurance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볼륨 라이선싱 웹사이트(www.microsoft.com/licensing/licensing-
options/enterprise.aspx)의 EA 프로그램 가이드를 참조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가격 수준 산정 방법 

EA 체결 시 처음에 적격한 데스크톱 PC의 전체 수량에 따라 해당 제품 풀에서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엔터프라이즈 
제품과 추가 제품의 가격 수준이 결정됩니다. 

적격한 데스크톱 PC란 등록 계열사(기업 계열사 포함)가 사용하는 개인 데스크톱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및 이와 유사한 장치로서, 계약에 포함된 엔터프라이즈 제품을 실행하기 위해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장치를 일컫습니다. 

LOB 소프트웨어 전용 컴퓨터나 임베디드 운영 체제(Windows Embedded 8.1 Industry 또는 Window Embedded 
POSready 2009 등) 기반의 시스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 계약에 따라 기업은 사내에서 적격한 데스크톱 PC의 수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데스크톱 PC의 수가 계약 
체결 시 최초 발주서에 명시하는 수량이 되며, 여기에 등록 계약 기간 중 추가하는 데스크톱 PC가 더해집니다. 이렇게 
추가된 데스크톱 PC는 연간 트루 업 발주서를 제출하여 충당됩니다. (트루 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섹션을 
참조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수는 데스크톱 PC의 수량과 다를 수 있지만 가격 수준은 데스크톱 PC 수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500대의 데스크톱 PC와 400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가격 수준은 두 가지 모두 A에 해당하지만 제품 
발주서에는 Windows 또는 Microsoft Office 제품에는 500, 그리고 사용자 CAL 구매에는 사용자 400명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http://www.microsoft.com/licensing/licensing-options/enterprise.aspx
http://www.microsoft.com/licensing/licensing-options/enterpris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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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등록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을 "등록 계열사"라고 부릅니다. 등록 계약은 전 세계 기업들이 높은 유연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엔터프라이즈를 정의할 수 있는 표준 옵션입니다. 각 엔터프라이즈는 부서, 사업부 또는 사업 단위 같은 부분 
법인이 아닌 완전한 법인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계열사는 완전히 "포함"되거나 "배제"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각 엔터프라이즈 제품을 4가지 가격 수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가격 수준 데스크톱 PC 

A 250–2,399 

B 2,400–5,999 

C 6,000–14,999 

D 15,000 이상 

 
그 외에도 Microsoft는 아래 세 가지 중 1 ~ 2개의 구성 요소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Component E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omponent EA의 신규 등록 고객은 Select License 계약을 통한 라이선싱 비용에서 15% 할인을 받게 됩니다. 

▶ Windows Pro Upgrade 

▶ 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Plus 

▶ Core CAL Suite 또는 Enterprise CAL Suite 

정식 Professional 또는 Enterprise Platform(Windows Enterprise 운영 체제 업그레이드, Office Professional Plus, 그리고 
Core CAL Suite 또는 Enterprise CAL Suite)의 신규 등록 고객은 자격을 갖출 경우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제품 할인에 
더하여 15% 플랫폼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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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EA 고객은 출시되는 모든 

Microsoft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Office 365에는 

Microsoft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제품의 클라우드 버전을 

비롯해 최신 버전의 Office 

제품군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Windows Azure 플랫폼은 

유연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으로서, 확장 가능한 

주문형 인프라를 지원하는 

맞춤형 솔루션 개발이 

가능합니다. 

 
Windows Intune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어디서나 

PC를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Windows 8.1 

Enterprise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상의 Windows 환경을 

제공합니다. 

 

Microsoft Dynamics CRM 

Online은 다른 Microsoft 

제품을 비롯해 사용자 지정 및 

파트너 솔루션과 통합할 수 

있는 유연한 영업, 마케팅 및 
서비스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Microsoft 클라우드 서비스 

Microsoft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장에 발맞춰, Enterprise Agreement는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서비스 중에서 기업 요건에 가장 적합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술 투자를 최적화합니다. 

Microsoft는 사용자 생산성, 고객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비롯해 기업 고유의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엔터프라이즈 응용 프로그램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Microsoft 클라우드 서비스로는 Office 365, 
Windows Intune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Windows Azure 기술 플랫폼, Microsoft 
Dynamics CRM Online 등이 있습니다. 

EA는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온라인 서비스와 추가 온라인 서비스 등, 두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EA에 추가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표준 볼륨 라이선싱 구매 프로세스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EA에 추가합니다. 

▶ 사용자를 엔터프라이즈 제품에서 그에 상응하는 엔터프라이즈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온라인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온라인 서비스의 공식적인 설명은 Microsoft 제품 목록에 지정된 
설명을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온프레미스 엔터프라이즈 
제품 및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제품과 유사한데, 전사적 라이선싱 약정과 규정된 볼륨 
가격 수준에 부합할 때에 유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A에서는 계약 기간 중 온프레미스 라이선스를 적격한 Microsoft Office 또는 
Windows Online Services로 이전하면서 EA 약정을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기존 엔터프라이즈 제품을 비롯해 상응하는 기능이 포함된 Microsoft Office 365 및 
Windows Intune 온라인 서비스에 의해 엔터프라이즈 제품의 전사적 약정이 
충족됩니다. 

사용자를 엔터프라이즈 제품에서 그에 상응하는 엔터프라이즈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다음 갱신일까지 해당 서비스의 추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갱신일이 도래하더라도 앞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불하면 됩니다. 
비용 지불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초 라이선스 구매 이후 EA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향후에 사용자를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추가 온라인 서비스 

EA 고객은 출시되는 모든 Microsoft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EA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온라인 서비스는 Microsoft 제품 목록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는 Microsoft 계정 관리자 
또는 선호하는 대리점에 문의하면 기존 EA, EAS 또는 CASA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트루 업 및 연간 구매 거래는 추가 온라인 서비스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용자 프로비저닝에 앞서 사용자 
증가분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라이선스의 일부로 온라인 서비스가 포함되거나, 
Microsoft 제품 목록 또는 PUR에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트루 업이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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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의 가격 산정 방법 

Microsoft는 가장 포괄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도 서비스 종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 
사설 클라우드를 구축하여 웹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 및 호스팅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를 위한 생산성 서비스를 
추가할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가격 모델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Microsoft Dynamics CRM Online이나 Windows Intune 
같은 서비스는 사용자 또는 장치 단위의 가입을 기반으로 하지만 Windows Azure 기술 플랫폼 같은 서비스는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서비스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계정 담당자 또는 선호하는 대리점에 문의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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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 비교 

 Microsoft Online 

Subscription 

Program 

Open License Open 

Value 
Open Value 

Subscription 
Select Plus Enterprise 

Agreement 
Enterprise Subscription 

Agreement 

데스크톱 PC 

수 

5대 이상 5대 이상 5대 이상 제한 없음. 가격 

수준은 풀당 

500포인트부터 

시작 

250대 이상 

라이선싱 

솔루션 

온라인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 서비스 가입 

라이선스 솔루션 

갱신 또는 

적격한 OEM1 

및 FPP2 

구매를 위한 

라이선스, 

L&SA 및 SA 

L&SA 및 SA 갱신 갱신 또는 

적격한 OEM 및 

FPP 구매를 위한 

라이선스, L&SA 

및 SA 

L&SA 및 SA 

갱신 

L&SA 

가격 서비스/솔루션에 

따라 다름 

데스크톱 PC 수 및/또는 L&SA 주문 

기준 

제품 풀에 따라 

자동 가격 분류 

데스크톱 PC 수 기준 

계약 기간 영구적 2년, 갱신 

불가 

3년, 갱신 가능 영구적 3년, 갱신 가능 

지불 옵션 서비스/솔루션에 

따라 다름 

선불 연 1회 지불 또는 선불 연 1회 지불 또는 선불4 

구매 방법 Microsoft 

온라인 서비스 

고객 포털 

폭넓은 대리점 채널 Microsoft 공인 
총판 
대리점(LAR) 
전용 

공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관리자(ESA)의 지원을 통해 Microsoft에서 

직접 구매 

제품 주문 

처리 
온라인 플랫폼 

및/또는 볼륨 

라이선싱 서비스 

센터(VLSC)의 

다운로드를 통한 

프로비저닝 및 

정품 인증 

별도 구매 VLSC의 다운로드를 통한 

최초 주문 구매5 

VLSC의 

다운로드를 통한 

최초 주문 구매5 

VLSC의 다운로드를 통한 최초 주문 구매, 

업데이트는 계약 기간 내 제공 

Software 

Assurance 
제외 옵션으로 

추가 

기본 제공 옵션으로 추가 기본 제공 

온라인 

서비스3 
제공 제공 안 함 제공 제공 제공 

1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2 FPP(Full-package product) 
3 온라인 서비스란 로컬 설치 여부에 상관없이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Microsoft 데이터센터에서 호스팅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4 라이선스 전용 구매 거래(Software Assurance 미적용)는 선불 지불만 가능합니다. 
5 추가 미디어는 별도 구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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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1. Microsoft 라이선스 관리자(www.microsoft.com/licensing/mla/)는 라이선싱 계획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온라인 도구로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서로 비교하고 관련 지침을 살펴보거나, 다양한 질문을 통해 Microsoft 
제품을 간편하게 선택하거나, 다운로드 가능한 보고서를 비롯해 소매 예상가(ERP) 또는 권장 소매가(RRP)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작성한 견적서를 Microsoft 대리점과 안전하게 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Microsoft 담당자 및 파트너, 또는 가까운 공인 대리점을 비롯한 볼륨 라이선싱 전문가가 Microsoft 볼륨 라이선스 
구매 또는 갱신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미국 및 캐나다 

▶ Microsoft Pinpoint 온라인 비즈니스 마켓플레이스 웹사이트(http://pinpoint.microsoft.com/)에서 대리점을 

찾아보세요.  

▶ 미국 거주자는 (800) 426-9400로, 캐나다 거주자는 (877) 568-2495로 무료 전화를 하세요. 
 

 전 세계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볼륨 라이선싱 연락처(www.microsoft.com/licensing/worldwide.aspx)를 찾아보세요. 

http://www.microsoft.com/licensing/mla/
http://pinpoint.microsoft.com/
http://www.microsoft.com/licensing/worldwid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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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정부 기관에 적합한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 선택 
이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볼륨 할인을 받고자 하는 정부 기관에 적합합니다.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은 자격을 갖춘 정부 기관의 요건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유연하고 저렴한 라이선싱 솔루션이 정부 기관 규모와 구매 요건에 맞춰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의 프로그램을 
찾아 쉽게 라이선스를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볼륨 라이선싱 가격으로 효과적인 지출 관리는 물론이고 Microsof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으로 더 나은 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은 지역/국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 세계 정부 기관 라이선싱 
자격을 갖춘 정부 기관은 한 가지 가격 수준으로 정부 특별가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Microsoft 자회사 또는 대리점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정부 기관의 자격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Microsoft 자회사에 문의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 
적용되는 자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볼륨 라이선싱 웹사이트(www.microsoft.com/licensing/licensing-
options/for-industries.aspx)에서도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기관 라이선싱 
미국에서는 주, 지방, 지역 및 연방 기관에서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연방 민간 기관 

Microsoft는 다양한 대리점,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Schedules,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계약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미연방 민간 기관에 우대 가격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속 기관이 Microsoft 공인 정부 대리점 중 한 곳과 Microsoft Enterprise Agreement 등의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계약을 이미 체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 대리점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직접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공인 대리점 목록은 www.microsoft.com/industry/government/howtobuy/federal/default.aspx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연방 정부 부처 및 기관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microsoft.com/industry/government/howtobu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 지방 및 지역 기관 

대부분의 미국 주 정부는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계약을 한 건 이상 체결하고 있습니다.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을 
위한 Microsoft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통해 최적의 가격으로 필요한 라이선스를 구매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은 다양한 계약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때문에 정부 기관의 규모나 구매 요건에 따라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격을 갖춘 정부 기관을 위한 옵션입니다. 

▶ Microsoft Enterprise Agreement for Government. 주 정부에서 Microsoft Enterprise Agreement를 체결한 경우 
정부 기관은 다른 라이선싱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최대 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한 
데스크톱 PC 수는 250대입니다. Enterprise Subscription Agreement의 혜택은 가입 기반 라이선싱의 혜택과 
동일합니다. 

http://www.microsoft.com/licensing/licensing-options/for-industries.aspx.
http://www.microsoft.com/licensing/licensing-options/for-industries.aspx.
http://www.microsoft.com/industry/government/howtobuy/federal/default.aspx
http://www.microsoft.com/industry/government/howto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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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Select Plus for Government. 주 단위의 Select Plus Agreement는 부서 단위의 라이선스 구매를 위한 
기존 EA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Select Plus를 이용하면 볼륨 할인이 적용된 광범위한 Microsoft 
소프트웨어 제품 중 기관에 필요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Microsoft Open License for Government. Open License for Government 프로그램은 계약 기간이 2년이며 간단하고 
유연한 가격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적은 수량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단 한 번으로 쉽게 거래하고자 하는 정부 
기관에게는 최고의 옵션입니다. 

▶ Microsoft Open Value for Government. Open Value for Government는 간편한 라이선스 관리, 예측 가능한 
소프트웨어 비용, 소프트웨어 지출에 대한 효과적 관리, 분할 납부를 원하는 중소 규모의 정부 기관에 효과적입니다. 

▶ Microsoft Open Value Subscription for Government. 정부 기관이 1년 또는 3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다는 점에서 1년 단위의 Open Value Subscription 옵션은 정부 기관의 조달 요건에 따라 더욱 긴밀하게 
조정하는 데 유리합니다. 

주, 지방 및 지역 정부 기관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www.microsoft.com/industry/government/howtobuy/state/state.aspx를 방문하십시오. 

 

공무원을 위한 가정 사용 프로그램 
대부분의 공무원은 Microsoft 가정 사용 프로그램(HUP)의 일환으로 홈 컴퓨터에서 Microsoft Office System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UP는 Microsoft Software Assurance의 혜택 중 하나로서, 저렴한 다운로드를 통해 
직원들이 홈 컴퓨터에서 최신 버전의 Microsoft Office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연한 업무 
환경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최신 Microsoft Office 제품에 쉽게 익숙해질 수 있어 직원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올바른 옵션 선택 
정부 기관의 규모 및 구매 요건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소 정부 기관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은 Open Value for Government, Open Value Subscription for Government, Open License for 
Government 등, 중소 정부 기관의 요건과 조달 절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유연한 규모별 옵션을 제공합니다. 

Open Value Subscription for Government는 1년 단위의 Open Value Subscription 옵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기관의 조달 요건에 따라 조정하는 데 유리합니다. 정부 기관은 유연성이 보장된 이 옵션을 통해 1년 또는 3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명 

Open License for 
Government 

선택한 공인 대리점에서 단 한 번의 간편한 거래를 통해 라이선스를 취득합니다. Software 
Assurance는 옵션입니다. 

Open Value for 
Government* 

간편한 라이선스 관리, 예측 가능한 소프트웨어 비용, 그리고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Software Assurance가 기본 제공됩니다. 

Open Value 
Subscription for 
Government* 

더 적은 초기 비용으로 Open Value for Government와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가입 기반 라이선싱을 통한 계약 기간에 한해 Microsoft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정부 고객은 1년 단위의 Open Value Subscription 옵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 및 지역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현재 구매 가능 여부는 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industry/government/howtobuy/state/stat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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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및 대규모의 정부 기관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은 중간 및 대규모의 정부 기관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두 간편한 라이선스 
관리와 직원 생산성 개선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프로그램 설명 

Enterprise 
Agreement for 
Government 

최신 Microsoft 제품을 통해 기관의 IT 기술을 표준화할 뿐만 아니라 단일 
계약을 통한 간편한 라이선스 관리, 예측 가능한 소프트웨어 비용, 그리고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Software Assurance는 기본 제공됩니다. 

Enterprise 
Subscription 
Agreement for 
Government 

적은 초기 비용으로 Enterprise Agreement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가입 기반 라이선싱을 통한 계약 기간에 한해 유효한 Microsoft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도 포함됩니다. Software Assurance는 기본 제공됩니다. 

Select Plus for 
Government 

계열사 또는 부서 차원에서 Microsoft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서비스를 
구매하더라도 단일 기관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Select Plus는 필요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유연성, 별도의 만료일이 없는 단일 계약, 
계정 관리를 수월하게 해주는 주 계열사의 단일 고객 ID를 제공합니다. 
Software Assurance는 옵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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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용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 비교 

 Open License for 

Government 
Open Value 

for Govern 

ment4 

Open Value 

Subscription for 

Government4 

Select Plus for Government5 EA for 

Govern 

ment 

EA Subscription 

For Government 

데스크톱 PC 수 최소5 최소5 제한 없음. 가격 수준은 풀당 

500포인트부터 시작 
250대 이상 

라이선싱 솔루션 갱신 또는 적격한 

OEM1 및 FPP2 구매를 

위한 라이선스, L&SA 

및 SA 

L&SA 및 SA 갱신 갱신 또는 적격한 OEM 및 

FPP 구매를 위한 라이선스, 

L&SA 및 SA 

L&SA 및 SA 갱신 

가격 데스크톱 PC 수 및 L&SA 주문 기준 제품 풀에 따라 자동 가격 

분류 
데스크톱 PC 수 기준 

계약 기간 2년, 갱신 불가 3년, 갱신 가능. Open Value 

Subscription의 경우 1년 단위 

옵션 

영구적 3년, 갱신 가능 

지불 옵션 선불 연 1회 지불 또는 선불 연 1회 지불 

구매 방법 폭넓은 대리점 채널 Microsoft 공인 총판 

대리점(LAR) 
공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관리자(ESA)의 지원을 통해 

Microsoft에서 직접 구매 또는 

LAR에서 간접 구매 

제품 주문 처리 별도 구매 최초 주문 시 제공. 추가 

미디어는 별도 구매 
최초 주문 시 제공. 업데이트는 계약 기간 중 가능 

Software 

Assurance 
옵션으로 추가 기본 제공 옵션으로 추가 기본 제공 

온라인 서비스3 제공 안 함 제공  

1 OEM 
2 FPP 
3 온라인 서비스란 로컬 설치 여부에 상관없이 클라이언트 정보를 통해 Microsoft 데이터센터에서 호스팅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가격은 계약 기간 중 월별로 계산되며 1년 주기로 과금됩니다. 
4 일부 국가 및 지역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현재 구매 가능 여부는 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 

참고: 표준 간접 양식을 사용할 수 없는 일부 국가에는 정부 파트너를 위한 추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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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3. Microsoft 라이선스 관리자(www.microsoft.com/licensing/mla/)는 라이선싱 계획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온라인 도구로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서로 비교하고 관련 지침을 살펴보거나, 다양한 질문을 통해 Microsoft 
제품을 간편하게 선택하거나, 다운로드 가능한 보고서를 비롯해 소매 예상가(ERP) 또는 권장 소매가(RRP)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작성한 견적서를 Microsoft 대리점과 안전하게 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Microsoft 담당자 및 파트너, 또는 가까운 공인 대리점을 비롯한 볼륨 라이선싱 전문가가 Microsoft 볼륨 라이선스 
구매 또는 갱신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미국 및 캐나다 

▶ 연방 기관: www.microsoft.com/industry/government/howtobuy/federal/default.aspx 

▶ 국방부(DoD): www.microsoft.com/industry/government/howtobuy/federal/DoD.aspx 

▶ 주 및 지방 정부 고객: 

www.microsoft.com/industry/government/howtobuy/state/state.aspx 

 전 세계 

 미국 지역을 제외한 해외 정부 기관은 현지 Microsoft 지사(www.microsoft.com/worldwide)에 문의하세요. 

 
 

추가 리소스 
다음은 정부 기관을 위한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리소스입니다. 

정부 기관을 위한 Microsoft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부 속의 Microsoft 
웹사이트(www.microsoft.com/industry/publicsector/government/default.mspx)를 방문하세요. 

현재 소속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볼륨 라이선싱 기능은 www.microsoft.com/licensing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product-licensing.aspx#tab=2)의 제품 목록을 
살펴보세요. 

▶ 정부의 자격 기준은 
www.microsoftvolumelicensing.com/userights/DocumentSearch.aspx?Mode=3&DocumentTypeId=6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microsoft.com/industry/government/howtobuy/federal/default.aspx
http://www.microsoft.com/industry/government/howtobuy/federal/DoD.aspx
http://www.microsoft.com/industry/government/howtobuy/state/state.aspx
http://www.microsoft.com/worldwide
http://www.microsoft.com/industry/publicsector/government/default.mspx
http://www.microsoft.com/licensing
http://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product-licensing.aspx#tab=2
http://www.microsoftvolumelicensing.com/userights/DocumentSearch.aspx?Mode=3&DocumentTypeId=6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가이드  

2013년 11월 26 

 

 

4장: 자선 단체에 적합한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 선택 
이 프로그램들은 5개 이상의 라이선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격을 갖춘 자선 단체에 적합합니다. 

거래 라이선싱 
거래 기반의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의 경우, 고객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영구 취득(라이선스 소유)하는 동시에 소매 
소프트웨어의 패키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Microsoft는 자선 단체를 위한 거래 기반의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으로 Microsoft Open License for Charitie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4 

Open License for Charities 

Microsoft Open License for Charities 프로그램에서는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가 저렴한 비용으로 다수의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아닌 다수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라이선스를 1개만 
구매하고, 라이선스는 나머지 컴퓨터에서 사용할 만큼만 구매하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라이선스 구매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의 
향후 요건에 따라 기술 솔루션을 조정할 수 있을 만큼 유연성도 뛰어납니다. 

소프트웨어 기부 프로그램이 유효한 지역에서는 Open License for Charities를 기부 프로그램의 보완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소프트웨어 자격을 갖춘 자선 단체는 Open License for Charities 
프로그램을 통해 할인가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편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라이선싱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단순성.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약관이 단순하고 명확하여 쉽게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유연성. 다양한 자선 단체의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유연성이 뛰어나서 광범위한 라이선스 제품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개 이상의 라이선스를 최초 주문한 후에는 최소 1개씩 라이선스를 재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 가용성. 가능한 모든 공인 볼륨 라이선싱 대리점에서 Open License for Charities를 통해 Microsoft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규정 준수. VLSC의 라이선스 확정 정보를 통해 자신의 라이선스 구매 이력을 쉽고 빠르게 확인함으로써 보유 중인 
라이선스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선 단체 할인 이용 방법 
자격을 갖춘 자선 단체는 Open License for Charities의 특별 할인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볼륨 라이선스 
할인가로 제품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나,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Open License for Charities 가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Microsoft 자회사 또는 소프트웨어 대리점에 문의하세요.  

                                          
4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는 Open License for Charities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구매 가능 여부는 현지 Microsoft 지사에 문의하여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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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License for Charities를 통해 제품 라이선스를 구매하려면 먼저 자선 단체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국가 
및 지역의 Open License for Charities 구매 가능 여부와 자격 유무는 대리점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은 
볼륨 라이선싱 웹사이트(www.microsoftvolumelicensing.com/useright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 리소스 
다음은 자선 단체를 위한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리소스입니다. 

▶ 미국의 Open License for Charities 대리점 목록을 다운로드하세요. 이 문서는 Open License for Charities 
웹페이지(www.microsoft.com/licensing/licensing-options/charity-resellers.aspx)의 다운로드 섹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소속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볼륨 라이선싱 기능은 www.microsoft.com/licensing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자선 단체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부 요청 방법은 www.microsoft.com/about/corporatecitizenship/en-
us/nonprofits/whos-eligible/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http://www.microsoftvolumelicensing.com/userights
http://www.microsoft.com/licensing/licensing-options/charity-resellers.aspx
http://www.microsoft.com/licensing
http://www.microsoft.com/about/corporatecitizenship/en-us/nonprofits/whos-eligible/
http://www.microsoft.com/about/corporatecitizenship/en-us/nonprofits/whos-eli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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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교육 기관에 적합한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 선택 
이 프로그램들은 구매하고자 하는 라이선스 수가 5개 이상인 학교나 대학 같은 교육 기관에 적합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대량 구매하여 다수의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관리해야 하는 교육 기관에게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총소유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Microsoft는 교육 기관에게 "거래"와 "가입" 기반의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래 라이선싱 
거래 기반의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의 경우, 고객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영구 취득(라이선스 소유)하는 동시에 소매 
소프트웨어의 패키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교육 기관을 위한 거래 기반의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으로는 Microsoft Open License for Academic과 Microsoft Select 
License for Academic, 두 가지가 있습니다. 

Open License for Academic 

Open License for Academic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교육 기관이 최소 5개의 Microsoft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될 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교육 기관은 구매를 원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수를 결정한 뒤 공인 교육 대리점(AER)에 주문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에는 Microsoft 공인 주문처에 미디어만 주문하면 되므로 많은 양의 박스와 그에 따른 제반 
비용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이선스 확정 정보는 온라인으로 발송되며 인터넷의 안전한 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이처럼 간편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라이선싱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유연성. 원하는 라이선스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교육 기관은 필요한 것을 정확히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Microsoft 소프트웨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매우 넓습니다. 그 밖에도 최소 5개부터 라이선스 주문을 시작한 
뒤 편의에 따라 한 번에 최소 하나씩 라이선스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 가용성. Open License for Academic의 또 한 가지 혜택으로서, 원하는 Microsoft 소프트웨어를 구하는 것이 AER을 
찾는 것만큼 쉽습니다. 

▶ 규정 준수. VLSC를 사용해 라이선스 구매 이력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라이선스를 
언제나 정확히 알 수 있는 간편한 툴도 제공됩니다. 

Select License for Academic은 Student Select 프로그램도 제공하여 일부 제품의 라이선스와 미디어를 구매하여 
학생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옵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선스 주문은 Academic Select License Agreement의 
특별 Student Select Enrollment를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Select Plus for Academic 

Select Plus for Academic은 사이트나 부서 같이 가맹 기관별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중간 
규모 및 대규모 교육 기관과 연합(교육 컨소시엄 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라이선스 구매는 각 가맹 기관별로 
이루어지지만 그 이점은 단일 기관으로 구매할 때와 동일합니다. 

소프트웨어 구매를 통해 교육 기관의 가치 극대화를 실현하는 Select Plus for Academic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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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구매 방식. Select Plus for Academic은 한 번의 전사적 계약으로 필요에 따라 
라이선스 제품의 중앙집중식 구매와 분산식 구매를 모두 지원합니다. 또한 Campus and School Agreement와 
마찬가지로 만료일을 특별히 정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 및 장기적 IT 요건에 따른 예산 편성이 쉽습니다. 

▶ 관리 효율성 향상. Select Plus for Academic은 계약을 추적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가맹 기관의 
구매 거래가 고객의 고유 ID로 연동되므로, 모든 가맹 기관이 포함된 종합 보고서 또는 특정 가맹 기관을 분석한 
개별 보고서의 형태로 전체 라이선스 및 소프트웨어 자산 포트폴리오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oftware Assurance를 이용한 투자 수익 증대. Select Plus for Academic은 투자 수익(ROI)을 극대화합니다. 세 번째 
가맹 계정 갱신일이 되면 Software Assurance가 자동 할당되어 다수의 Software Assurance 만료일을 추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입 라이선싱 
Microsoft는 교육 기관을 위한 가입 라이선싱 솔루션으로 Enrollment for Education Solutions와 School Enrollment,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솔루션 모두 특정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CAL(Client Access License) 제품을 포함해 
Microsoft가 "데스크톱 플랫폼 제품"으로 지정하여 전사 계약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제품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기관 전체의 정규(FTE) 직원이나 학생 수(Enrollment for Education Solutions의 경우), 또는 
PC(School Enrollment의 경우) 수와 동일하게 데스크톱 플랫폼 제품을 대량 주문합니다. 전사적 라이선스 제품의 경우 
장치 또는 사용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정식 라이선스는 계속 유지되며, 연간 주문 시 FTE 직원이나 학생 
또는 PC의 증가분을 보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두 가지 가입 솔루션 중 어떤 것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했든 상관없이 모든 제품에 종합적인 유지보수 솔루션인 
Software Assurance가 포함되어 소프트웨어의 투자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ES(Enrollment for Education Solutions)는 초등/중등 교육 기관과 고등 교육 기관이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인원 
수로 산출한다는 단순성과 제품을 필요한 만큼 추가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School Enrollment는 초등/중등 학교와 유치원을 위한 솔루션으로서 교육 기관의 연간 PC 수로 모든 제품의 전사적 
라이선싱이 가능하다는 단순성이 특징입니다. 

가입 라이선싱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 용이한 규정 준수. 연간 FTE 직원이나 학생(EES), 또는 PC(School Enrollment) 수를 기준으로 가입 기간 내내 모든 
컴퓨터와 사용자에게 라이선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교육 기관은 선택한 제품에 대한 전사적 라이선스를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적은 관리 부담. 가입 라이선싱은 컴퓨터마다 선택한 제품 라이선스를 추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히 분산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자산을 관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 간편한 예산 편성 및 구매 방식. 한 번만 연액을 지불하면 해당 연도에 선택한 모든 제품에 라이선스가 허용됩니다. 

▶ 최신 기술. 가입 라이선싱에서는 라이선스 사용자가 가입 시 포함한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가치. 제품 플랫폼을 기반으로 표준화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총소유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최신 
기술에 대한 활용도가 향상됩니다. 또한 라이선스와 함께 Software Assurance가 기본 제공되므로 지원 리소스, 도구 
및 E-러닝 혜택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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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Licensing 

다음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옵션들입니다. Student Option은 EES 또는 School 
Enrollment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및 CAL 제품 중 하나 이상을 개인 소유의 컴퓨터나 기관 소유의 학생 전용 
컴퓨터(학기 중 학생에게 대여하는 휴대용 컴퓨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라이선스를 할당합니다. 

Student Advantage는 EES 프로그램을 통해 Office 365 ProPlus 또는 Office Professional Plus 라이선스를 전사적으로 
구매하여 모든 교사 및 직원에게 할당할 경우 EES Student Option을 통해 Office 365 ProPlus 가입 라이선스를 
학생에게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교육 기관 할인 이용 방법 
Microsoft 공인 교육 대리점(AER)은 전문 교육을 통해 교육 에디션 소프트웨어 제품과 라이선스를 적격한 교육 기관 
사용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미국 또는 캐나다의 AER을 찾으려면 Microsoft 교육 
웹사이트(www.microsoft.com/education/en-us/buy/licensing/Pages/resellers.aspx)에서 AER 찾기 도구를 이용하십시오. 
북미 지역 외 교육 기관의 경우 현지 Microsoft 지사에 문의하거나 지역의 Microsoft 라이선싱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웹사이트는 Microsoft 전 세계 웹사이트(www.microsoft.com/worldwid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ork at Home 
Microsoft 교육 기관용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통해 라이선스를 구매한 교육 기관은 교사와 직원들에게 홈 컴퓨터나 
휴대용 컴퓨터에서 일부 제품의 두 번째 복사본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Open License for Academic 및 Select Plus for Academic Work at Home 라이선스 

라이선스를 구매한 Microsoft Office 복사본의 경우, 이 제품을 실행하는 컴퓨터의 기본 사용자는 개인 소유이거나 
임대한 노트북 또는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두 번째 복사본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기간 중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Enrollment for Education Solutions 및 School Enrollment Work at Home 라이선스 

EES 및 School Enrollment 고객을 위한 Work at Home(WAH) 라이선스는 추가 비용 없이 모든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및 CAL 제품에 대해 유효합니다. 단,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컴퓨터에서 업무 용도로만 라이선스 제품 
사용이 허용됩니다. 이 사용 권한의 확장은 교사와 직원으로만 국한되며, 등록 계약을 통해 교육 기관 라이선스를 
취득한 제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MSDN Academic Alliance 멤버십 
EES 또는 School Enrollment를 체결한 교육 기관은 강의실이나 랩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DreamSpark 기술에 대한 전사적인 무료 온라인 가입이 허용됩니다. DreamSpark란 교육 기관 랩에 최신 
Microsoft 개발자, 설계 및 서버 도구를 갖춤으로써 학생과 교사의 개인 및 강의실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DreamSpark 멤버십 자격을 갖추면 학생들은 전문가 수준의 개발자 및 설계 도구를 사용해 실제 사이트나 앱을 비롯해 
Xbox LIVE 온라인 게임 시스템, Xbox 360 비디오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Kinect 센서, Microsoft Windows Phone 
등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경력을 쌓는 데도 유리하고 수업 효과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무료 멤버십은 Open License for Academic이나 Select License for Academic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MSDN Academic Alliance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면 Microsoft DreamSpark 웹사이트(www.dreamspark.com)를 방문하세요. 

http://www.microsoft.com/education/en-us/buy/licensing/Pages/resellers.aspx
http://www.microsoft.com/worldwide
http://www.dreams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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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Licensing 
모든 Microsoft 교육 기관용 라이선싱 프로그램(Open License for Academic 제외)은 가격 할인의 혜택을 학생에게 
환원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elect Plus for Academic의 Student Select Plus는 고객이 일부 제품의 라이선스와 미디어를 구매하여 학생에게 양도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러한 주문은 Select Plus for Academic 계약에 따라 가맹 기관 등록 계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EES와 School Enrollment 역시 학생을 위한 옵션으로서 Student Option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통해 학생은 개인 
소유의 컴퓨터나 기관 소유의 학생 전용 컴퓨터에서 선택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게 됩니다. 

다음 단계 
1.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microsoft.com/licensing/licensing-options/for-industries.aspx#tab=2를 참조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Microsoft 라이선스 관리자(www.microsoft.com/licensing/mla/)는 라이선싱 계획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온라인 도구로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서로 비교하고 관련 지침을 살펴보거나, 다양한 질문을 통해 Microsoft 
제품을 간편하게 선택하거나, 다운로드 가능한 보고서를 비롯해 소매 예상가 또는 권장 소매가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작성한 견적서를 Microsoft 대리점과 안전하게 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Microsoft 담당자 및 파트너, 또는 가까운 공인 대리점을 비롯한 볼륨 라이선싱 전문가가 Microsoft 볼륨 라이선스 
구매 또는 갱신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미국 및 캐나다 

▶ AER 또는 LAR은 www.microsoft.com/education/en-us/buy/licensing/Pages/resellers.aspx에서 온라인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미국 거주자는 (800) 426-9400로, 캐나다 거주자는 (877) 568-2495로 무료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북미 지역 외 교육 기관의 경우 현지 Microsoft 지사(www.microsoft.com/worldwide)에 문의하거나 지역의 Microsoft 
라이선싱 웹사이트(www.microsoft.com/licensing/worldwide.aspx)를 방문하세요. 

http://www.microsoft.com/licensing/licensing-options/for-industries.aspx#tab=2
http://www.microsoft.com/licensing/mla/
http://www.microsoft.com/education/en-us/buy/licensing/Pages/resellers.aspx
http://www.microsoft.com/worldwide
http://www.microsoft.com/licensing/worldwid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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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파트너에게 적합한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 
Microsoft는 Microsoft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고유 솔루션 및/또는 서비스로 통합하고자 하는 ISV(Independent Software 
Vendors) 및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특별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SV Royalty Licensing 프로그램은 Microsoft 소프트웨어 제품을 자신의 솔루션을 통합하고자 하는 ISV에 적합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Services Provider License Agreement(SPLA)는 SPLA와 SPLA Essentials 옵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Microsoft 제품 라이선스를 취득하고자 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합합니다. ISV와 SPLA 프로그램의 혜택을 이용하려면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며, 등록자는 비용 절감이나 영업 확장 
옵션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프로그램 설명 

ISV 
ISV란 컴퓨터 시스템 벤더나 하드웨어 제조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독점 개발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ISV의 전체 매출의 30% 이상은 개발 솔루션 라이선스의 
판매에서 비롯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 

서비스 제공업체란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호스팅된 
웹사이트나 LOB 응용 프로그램 같은 Microsoft 라이선스 제품에 대한 직/간접적인 액세스, 
고객이 아닌 파트너가 라이선스 취득자인 경우 Microsoft 제품과 상호작용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 3자와의 비즈니스 거래 등 Microsoft 제품과 상호작용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통한 고객 비즈니스 지원, 그리고 Microsoft 응용 프로그램을 비롯해 그 밖에 서버에서 
실행되며 Microsoft 제품과 상호작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와 사용도 포함됩니다. 

ISV Royalty Licensing 프로그램 
Microsoft ISV Royalty Licensing 프로그램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모든 솔루션 파트너 부문을 아우르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ISV가 Microsoft 제품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통합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에 포함시킨 다음 이 응용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정식 라이선스 제품으로 배포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ISV Royalty Licensing 프로그램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Microsoft 제품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가장 최근의 ISV Royalty 
제품 목록(분기별 업데이트)은 공인 ISV Royalty Licensing 프로그램 배포업체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ISV 
Royalty Licensing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Microsoft 제품(데스크톱 PC 운영 체제, 서버 운영 체제 및 
온라인 서비스 제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등록 요건 

ISV Royalty Licensing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면 먼저 다음과 같이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통합 솔루션 개발.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통합 솔루션은 Microsoft 제품을 사용해 중요도가 높은 주요 기능을 
추가한 다음, 실물 미디어를 통해 배포됩니다. 

▶ 라이선스 제품 배포업체 지정. 공인 ISV Royalty Licensing 프로그램 배포업체와 함께 ISV Royalty 라이선스 및 배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기술 지원 제공. 통합 솔루션에 포함된 Microsoft 제품 사용에 대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https://mspartner.microsoft.com/en/us/Pages/Solutions/isv-royalty-licensing-distributor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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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라이선스 약관 준수. 통합 솔루션 사용자 계약에 적용되는 모든 Microsoft 라이선스 약관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약 체결. ISV Royalty 라이선스 및 배포 계약서, MBSA 및 서명 양식을 작성합니다. 이 문서들은 
배포업체(https://mspartner.microsoft.com/en/us/Pages/Solutions/isv-royalty-licensing-distributors.aspx 참조)에 문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ISV Royalty Licensing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웹사이트(www.microsoft.com/licensing/licensing-options/isv-program.aspx)를 참조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spartner.microsoft.com/en/us/Pages/Solutions/isv-royalty-licensing-distributors.aspx
http://www.microsoft.com/licensing/licensing-options/isv-program.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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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SPLA는 영리적 

호스팅을 목적으로 

Microsoft 제품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Services Provider License Agreement(SPLA) 
Services Provider License Agreement(SPLA)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3년 계약으로 매월 가입하면서 
Microsoft 제품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 라이선스 
제품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호스팅된 응용 프로그램을 자신의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SPLA는 비즈니스 시나리오가 다음 중 한 가지인 경우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호스팅된 웹사이트나 LOB 응용 프로그램 등 Microsoft 라이선스 제품에 대한 
직/간접적인 액세스를 Microsoft 서버 제품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 기업이 Microsoft 라이선스 제품과 상호작용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 시나리오에서는 고객이 아닌 파트너가 라이선스 취득자입니다. 

▶ 기업이 제 3자와의 비즈니스 거래를 포함해, Microsoft 제품과 상호작용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통해 고객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경우. 

▶ 기업이 Microsoft 응용 프로그램을 비롯해 그 밖에 서버에서 실행되며 Microsoft 제품과 상호작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 및 사용을 고객에게 지원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서비스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소프트웨어 서비스란 라이선스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Microsoft 라이선스 제품을 표시하고, 실행하고, 이용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작용합니다. 또한 수수료 수납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 이상의 데이터센터에서 인터넷, 텔레포니 네트워크 
또는 사설 네트워크를 통해 임대, 가입 또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합니다. SPLA는 고객이 아닌 파트너가 라이선스 
취득자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이 더욱 쉽습니다. 

프로그램 혜택 

SPLA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춤형 서비스 배포. 유연성을 바탕으로 전용 또는 공유 호스팅 환경을 통해 맞춤형 IT 서비스를 고객에게 배포할 
뿐만 아니라 고객을 위해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을 관리함으로써 서비스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 초기 비용이 없는 사용 요율제. 전월에 고객에게 사용을 허가한 제품에 대한 비용만 지불할 뿐 초기 비용, 월별 
영업 요건 또는 장기 약정이 필요 없습니다. 

▶ 최신 제품 버전에 대한 액세스. 고객들에게 가장 성능이 뛰어난 최신 Microsoft 플랫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제 
미디어를 주문하지 않고 VLSC에서 무료로 제품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구매 전 평가판 사용. 제품을 실제로 고객에게 서비스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테스트 및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이전 버전 권한 부여. 개발자와 ISV에게 SPLA로의 원활한 전환과 호스트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전 제품 버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 데이터센터 서비스 아웃소싱. 서버에 설치한 Microsoft 제품의 일일 관리와 통제를 아웃소싱 업체에게 위임합니다. 
그러면 아웃소싱 업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신하여 데이터센터 관리, 테스트 및 유지보수 지원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 고객 사업장 설치. 서비스 제공업체가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지만 고객 사업장에 위치한 장치에 Microsoft 제품을 
설치합니다. 

▶ 데모 및 평가판 제공. 서비스/제품 데모를 위해 사용자 ID를 최대 50개까지 활성화하여 고객에게 60일 무료 
평가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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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가격 할인. 일부 제품의 경우 Extended Term License를 통해 3년간 표준 가격의 할인가로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으며, 최소 구매 요건은 없습니다. 

▶ 계열사 포함. 단일 계약으로 계열사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교육 기관으로 범위 확대. SPLA를 통해 특별가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를 교육 기관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요건 

다음은 SPLA 참여에 필요한 기본 요건입니다. 전체 프로그램 요건은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웹사이트(www.microsoft.com/licensing/licensing-options/spla-program.aspx#tab=3)의 SPLA 프로그램 가이드를 참조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icrosoft 파트너 네트워크(MPN) 등록. 
현재 Microsoft 파트너 네트워크 회원이어야 합니다. 회원이 아닌 경우 볼륨 라이선싱 
웹사이트(https://partner.microsoft.com/global/licensing/licensingprograms/ltvolumelicensing/40191733)에서 등록 
방법을 확인하세요.또한 이 웹사이트에서 Microsoft 호스팅 커뮤니티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Microsoft 파트너 
네트워크에 등록하는 자세한 방법은 https://mspartner.microsoft.com/en/us/Pages/Membership/enroll.asp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 제품 대리점 지정. 
SPLA 대리점과 함께 SPLA(해당되는 경우 MBSA 포함)를 작성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관한 월별 보고서 제출. 
고객에게 배포한 모든 라이선스에 대해 월별 사용 보고서 또는 미사용 보고서를 SPLA 대리점에(또는 직접 계약의 
경우 Microsoft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Microsoft 구매액이 월 US$1,000 이상인 경우에는 고객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 월별 송장 금액 제출. 대리점 또는 Microsoft는 현재 계약 유형에 따라 월별 사용 보고서의 라이선스 수를 기준으로 
매월 송장을 발행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업체는 합의한 날짜까지 금액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 권한(SPUR) 준수.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 권한(SPUR)에는 SPLA에 따른 라이선스 제품의 PUR을 비롯해 고객의 라이선스 제품 사용에 
적용되는 사용 권한과 조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Microsoft는 언제든지 SPUR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업데이트되는 SPUR은 볼륨 라이선싱 
웹사이트(www.microsoftvolumelicensing.com/userights/DocumentSearch.aspx?Mode=3&DocumentTypeId=2)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SPLA의 추가 요건 

1. MBSA 체결. 

▶ 다른 볼륨 라이선싱 계약(Enterprise Agreement, Enterprise Subscription Agreement, Select Plus, Select License 

또는 ISV Royalty)을 통해 이미 MBSA를 체결한 서비스 제공업체는 계정 관리자 및/또는 대리점에 MBSA 

번호를 알려주고 MBSA를 SPLA에 연계해야 합니다. 

▶ 아직 MBSA를 체결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업체는 다음에 SPLA를 체결할 때 MBSA도 체결해야 합니다. 

2. 월별 송장 금액 제출. 

▶ Extended Term License: Extended Term License SKU(Stock-Keeping Unit)는 3년간 분할 과금되며, 계약 기간 

중 추가 보고서가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과금은 계약 체결 시 진행되며, 첫 번째와 두 번째 계약 갱신일에 

잔액이 과금됩니다. 

리소스 
SPLA 대리점 찾기: www.microsoft.com/hosting/en/us/licensing/splahowto.aspx 

http://www.microsoft.com/licensing/licensing-options/spla-program.aspx#tab=3
https://partner.microsoft.com/global/licensing/licensingprograms/ltvolumelicensing/40191733
https://mspartner.microsoft.com/en/us/Pages/Membership/enroll.aspx
http://www.microsoftvolumelicensing.com/userights/DocumentSearch.aspx?Mode=3&DocumentTypeId=2
http://www.microsoft.com/hosting/en/us/licensing/splahowto.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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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통한 라이선스 

제품 사용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통해 라이선스를 취득한 소프트웨어 제품은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결정하는 제품 
사용 권한(PUR)을 따라야 합니다. 

Microsoft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품이 아닙니다. 고객이 구매하는 것은 특정 방식의 제품 사용 권한입니다. 이를 
두고 제품 라이선스라고 합니다. 모든 제품 라이선스는 계약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사용 방식을 규정 및 결정합니다. 

제품 라이선스를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한 경우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 계약서와 
함께 제공되는 PUR 문서에 따라 사용 방식이 결정됩니다. 

PUR 문서에는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에 따라 Microsoft 제품의 사용 방식을 결정짓는 제품별 약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매 채널을 통해 제품을 구매했을 때 받게 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약관(이전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EULA)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약관과 PUR은 많은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PUR은 
분기별로 업데이트되며, 특정 제품 버전의 라이선스 기간 시작 당시에 유효한 PUR이 라이선스 기간 종료 시점까지 
해당 제품 버전의 사용에 적용됩니다. 특정 제품 버전의 사용 권한은 고객이 제품을 처음 주문한 시점에 고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는 경우 새로운 버전의 사용은 출시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 PUR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품 라이선싱 모델 
제품마다 사용하는 라이선싱 모델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Microsoft Office 같은 데스크톱 PC 프로그램은 Windows 
Server 같은 서버 제품과 라이선싱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 Microsoft의 9가지 라이선싱 모델 카테고리와 각 
카테고리에 연동되는 라이선싱 모델의 간략한 설명을 수록했습니다. 

데스크톱 PC 응용 프로그램 – 장치 단위 라이선스 

로컬이든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이든 상관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장치마다 라이선스를 할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라이선스 사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장치 또는 네트워크 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복사본의 수는 무제한이며, 이전 버전은 
모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스트 운영 체제나 가상 하드웨어 시스템에도 복사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라이선스 장치에 복사본을 두 개 이상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네트워크 장치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복사본에 액세스하려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취득한 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 라이선스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가이드  

2013년 11월 37 

 

그림 2: 소프트웨어에 원격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장치에 할당하는 라이선스의 에디션은 더 낮아서는 안 되고, 동일하거나 더 높아야 
합니다. 
 
 

데스크톱 PC 운영 체제 – 복사본 및 장치 단위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로컬로 또는 원격으로) 장치마다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복사본은 1개로 제한됩니다. 호스트 운영 체제나 가상(또는 에뮬레이션) 하드웨어 시스템에도 
복사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볼륨 라이선싱에서 데스크톱 PC 운영 체제 라이선스는 "업그레이드 라이선스"입니다. 
따라서 이미 "적격 운영 체제" 라이선스를 취득한 장치에 대한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만 취득 가능합니다.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한 "적격 운영 체제" 목록은 제품 목록(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product-
licensing-overview.asp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ftware Assurance를 취득하면 장치에서 Windows 8.1 Pro 대신에 Windows 8.1 Enterpris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치에서 최대 4개의 추가 복사본 또는 인스턴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http://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product-licensing-overview.aspx
http://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product-licensing-overview.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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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활성 상태의 Software Assurance가 할당된 장치는 실제 OSE에서 Windows 8.1 Enterprise를 실행하거나, 동일한 실제 장치의 
가상 OSE 4개 모두에서 Windows 에디션과 버전을 함께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 – 사용자 단위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액세스 또는 사용을 허용한 사용자마다 라이선스를 할당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설계, 개발, 테스트 및 
시연할 목적으로 한 명의 사용자가 액세스 및 사용하는 장치에는 장치 수와 상관 없이 복사본을 무제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할당된 사용자에 한해 소프트웨어 액세스가 허용됩니다. 

온라인 서비스 – 사용자 또는 장치 가입 라이선스, 서비스 가입 라이선스 또는 추가 기능 가입 

라이선스 

Microsoft는 사용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을 위해 Microsoft 온라인 서비스(OLS)에 신속히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icrosoft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는 일반 소비자(인터넷 서비스인 Windows 
Live 네트워크)와 기업(온라인 서비스)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사용자가 5명에 불과한 기업이라면 Microsoft OLS에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는 가입 기반이기 때문에 고객은 매월 또는 매년 사용자 1인당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새로운 Microsoft Online Subscription Program(MOSP)의 도입으로 고객은 이제 온라인으로 빠르게 
가입하여 서비스를 신속히 배포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관리 도구를 사용해 라이선스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에 따른 라이선싱은 다음 중 하나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 사용자 가입 라이선스 또는 장치 가입 라이선스(USL 또는 DSL). 이 두 가지 라이선스가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사용자 또는 장치마다 USL이나 DSL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가입 라이선스(SSL). 이 라이선스가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이 라이선스가 전체 기업의 온라인 서비스 
사용에 적용됩니다. 서비스 솔루션에 따라 사용자, 장치 또는 추가 기능 SL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Windows Software 
Assurance 

가상 컴퓨터 

가상 컴퓨터 

가상 컴퓨터 

가상 컴퓨터 

실제 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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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기능 가입 라이선스(Add-on SL). 이 라이선스는 USL, DSL, SSL을 대신하여, 혹은 이에 더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라이선스 용도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기가바이트급 스토리지 같이 일정 수의 사용 장치에 적용되거나, 
혹은 외부 사용자가 액세스하는 단일 서버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기능 가입 라이선스가 항상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Enterprise Agreement 또는 Campus and School Agreement를 체결한 경우 Microsoft는 기존 볼륨 라이선싱 계약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구매를 권장합니다. 볼륨 구매에 유리한 최적의 가격 이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Microsoft Open License, Open Value, Select License 또는 Select Plus를 통해 구매한 경우에는 Microsoft 온라인 
서비스 가입이 IT 전략에 어떤 도움이 될지 평가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Microsoft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www.microsoftonline.com)를 참조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버 – 운영 체제 – 프로세서 라이선스 + CAL + EC(옵션) 

대부분 제품의 경우 서버에서 실행되는 서버 소프트웨어 인스턴스마다 라이선스를 할당해야 합니다. 실제 또는 가상 
운영 체제 환경(OSE)에서 인스턴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선싱 모델의 예외로, 일부 제품은 폭넓은 사용권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Windows Server 2012 R2 Standard 에디션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서버에서 OSE를 한 번에 
2개까지 허용합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Datacenter 에디션 같은 제품에서는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인스턴스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운영 체제 
단일 서버에서 허용되는 인스턴스 수  
(실제 OSE + 가상 OSE) 

Windows Server 2012 R2 Standard 1* + 2 

Windows Server 2012 R2 Datacenter 1 + 무제한 

*최대 허용 인스턴스를 실행하는 경우 실제 OSE의 인스턴스는 하드웨어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거나, 하드웨어 가상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여 라이선스 서버의 OSE를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각 운영 체제 라이선스에 허용된 인스턴스 수 
 
 
PUR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버 운영 체제 제품은 서버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는 사용자 또는 
장치마다 CAL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과 같이 장치 CAL과 사용자 CAL,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장치 CAL: 서버 소프트웨어 인스턴스에 액세스하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단일 장치의 라이선스. 

▶ 사용자 CAL: 서버 소프트웨어 인스턴스에 액세스하는 모든 장치를 사용할 단일 사용자의 라이선스. 

CAL은 버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액세스하는 서버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거나 이후 버전이어야 합니다. CAL은 동일 
주체가 라이선스를 취득한 서버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다른 주체가 라이선스를 구매한 서버에는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http://www.microsoft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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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용자 또는 장치 단위의 CAL 할당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배포하여 서버 소프트웨어에 직접 액세스하는 장치 또는 
사용자 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멀티플렉싱 또는 풀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버 소프트웨어 액세스 또는 
사용에 필요한 CAL의 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멀티플렉싱 또는 풀링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프런트 엔드에 
연결하는 장치 및 사용자마다 CAL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림 6: 멀티플렉싱: 아래 그림과 같이 사용자와 장치는 Windows 또는 SharePoint Server 소프트웨어에 간접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버 소프트웨어에 간접적으로 액세스한다고 해서 CAL 요구 사항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래 예에서, 오른쪽의 각 
사용자 및/또는 장치에는 Windows Server CAL과 SharePoint Server CAL이 필요합니다. 

 

External Connector(EC) 라이선스는 외부 사용자가 각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는, CAL의 대안입니다. 외부 사용자란 
직원이나 현장 계약직 종사자를 제외한 사용자를 말합니다. EC 라이선스가 서버에 할당되면, 외부 사용자가 아닌 
라이선스 구매 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액세스할 수 있는 외부 사용자의 수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외부 사용자가 액세스하는 실제 서버에는 실행되는 인스턴스 수에 상관없이 각각 하나의 EC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CAL과 마찬가지로 EC 역시 액세스만 허용하는 것이므로 서버 소프트웨어 인스턴스의 실행 권한을 얻으려면 별도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CAL을 비롯한 EC 라이선스는 버전 및 기능에 따라 다르므로 액세스하는 서버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거나 이후 버전이어야 합니다. CAL과 EC 중 어떤 것을 취득할지는 기본적으로 재정적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사용자 1명, 다수의 장치 장치 1개, 다수의 사용자 

장치 CAL 사용자 CAL 

풀링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실제 OSE 

SharePoint Server 사용자 CAL 

Windows Server 사용자 CAL 

 

 

SharePoint Server 장치 CAL 

Windows Server 장치 CAL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가이드  

2013년 11월 41 

서버 – 관리 서버 – 관리 라이선스(서버 또는 클라이언트) 

관리 서버 라이선싱 모델에서는 필요한 관리 라이선스(ML)를 취득하여 관리할 장치나 OSE에 할당해야 합니다. ML에는 
해당 관리 서버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됩니다. 관리 서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ML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등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며, 어떤 카테고리의 ML이 필요한지는 OSE에서 실행되는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버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OSE에는 서버 ML이 필요하고, 그 외 다른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OSE에는 클라이언트 ML이 필요합니다. 

관리 서버에 필요한 라이선스 

서버 관리 라이선스(ML) 유형은 하나, OSE뿐입니다. OSE 서버 ML을 통해 관리 서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해당 
에디션과 일치하는 개수의 OSE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버에 할당하는 모든 서버 ML은 동일한 에디션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참고: Microsoft System Center 2012 R2 Standard 및 Datacenter 에디션의 관리 서버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는 
동일합니다. 

Standard 에디션 서버 ML 

필요한 OSE 서버 ML 개수는 관리 OSE가 실행되는 서버의 실제 프로세서 수와 서버에서 관리하는 OSE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아래 설명된 각 방법에 따라 필요한 라이선스 수를 계산한 후, 이 중 더 많은 수의 라이선스를 
서버에 할당해야 합니다. 

▶ 프로세서 기준 라이선스 계수: 라이선스 1개는 최대 2개의 실제 프로세서에 적용되므로 서버의 실제 프로세서 수를 
계수한 다음 그 값을 2로 나누어 반올림해야 합니다. 

▶ 관리 OSE 기준 라이선스 계수: 라이선스 1개로 OSE를 2개까지 관리할 수 있으므로 서버에서 관리할 OSE 수를 
계수한 다음 그 값을 2로 나누어 반올림해야 합니다. 단, 하드웨어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거나, 하드웨어 
가상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여 해당 장치의 OSE를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용도로만 서버의 
실제 OSE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때는 서버에서 관리할 가상 OSE의 수만 계수한 다음 그 값을 2로 
나누어 반올림합니다. 

Datacenter 에디션 서버 ML 

필요한 OSE 서버 ML 개수는 관리 OSE가 실행될 서버의 실제 프로세서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이선스 1개는 최대 
2개의 실제 프로세서에 적용되므로 서버의 실제 프로세서 수를 계수한 다음 그 값을 2로 나누어 반올림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온 수만큼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서버에 할당하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Datacenter 에디션 서버 ML을 필요한 만큼 취득하여 서버에 할당할 경우 해당 서버에서 관리할 수 
있는 OSE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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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구성 
필요한 
Standard 
서버 ML 

필요한 
Datacenter 
서버 ML 

이유 

프로세서가 
1개 탑재된 
서버 2개, 
비가상화 

 

2 2 

프로세서가 1개 탑재된 서버에는 
1개 이상의 서버 ML이 
필요합니다. 

서버 ML 1개로는 프로세서가 
2개 탑재된 서버 2개에 
라이선스를 할당할 수 없습니다. 

프로세서가 
4개 탑재된 
서버 1개, 
비가상화  

2 2 

서버 ML 1개는 실제 프로세서 
2개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라이선스 2개가 필요합니다. 

프로세서 
2개가 탑재된 
서버 1개와 
가상 OSE 3개 

 

2 1 

Standard 서버 ML 1개는 가상 
OSE를 2개까지 지원하므로 가상 
OSE를 3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라이선스는 2개입니다. 

Datacenter 서버 ML 1개는 
OSE를 무제한 지원하므로 가상 
OSE를 3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라이선스는 1개입니다. 

프로세서 
4개가 탑재된 
서버 1개와 
가상 OSE 8개 

 

4 2 

Standard 서버 ML 1개는 가상 
OSE를 2개까지 지원하므로 가상 
OSE를 8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라이선스는 4개입니다. 

Datacenter 서버 ML 1개는 가상 
OSE를 무제한 지원하므로 
프로세서 4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라이선스는 2개입니다. 

 

 

그림 7: 서버 ML 요건의 예 
 
 
비서버(클라이언트)에 필요한 라이선스 

클라이언트 ML은 관리 OSE와 사용자 ML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이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 OSE 클라이언트 ML: OSE 클라이언트 ML 1개는 관리 서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OSE를 1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OSE의 사용자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 설명대로 OSE 클라이언트 ML을 취득하여 장치에 할당할 경우 
해당 장치에서 OSE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라이선스 1개당 OSE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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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OSE 클라이언트 ML 1개 취득 시 모든 사용자가 사용하는 OSE 1개 관리 가능 

 

▶ 사용자 클라이언트 ML: 사용자 클라이언트 ML 1개는 관리 서버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용자 1명의 OSE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OSE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 설명대로 사용자 클라이언트 ML을 
취득하여 사용자에게 할당할 경우 해당 사용자의 모든 OSE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OSE 사용자가 두 명 이상이고, 
OSE 단위의 라이선스를 할당하지 않았다면, 각 사용자에게 사용자 클라이언트 ML을 할당해야 합니다. 

 

 

그림 9: 사용자 클라이언트 ML 1개 취득 시 라이선스 사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OSE 관리 가능 

 

그 밖에 세 번째 유형의 클라이언트 ML도 있습니다. Enterprise CAL Suite와 Core CAL Suite, 그리고 각각의 CAL Suite 
Bridge는 장치 클라이언트 ML입니다. 장치 클라이언트 ML 1개로 관리 서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장치의 OSE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OSE의 사용자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 설명대로 장치 클라이언트 ML을 취득하여 장치에 할당할 
경우 해당 장치의 모든 OSE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가 허용되는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UR의 제품별 
라이선스 약관을 참조하세요. 

서버 – 서버/CAL – 서버 라이선스 + CAL + EC(옵션) 

대부분 제품의 경우 서버에서 실행되는 서버 소프트웨어 인스턴스마다 라이선스를 할당해야 합니다. 서버 인스턴스는 
실제 또는 가상 OSE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선싱 모델의 예외로, 일부 제품은 폭넓은 사용권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PUR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버/CAL 제품은 서버 소프트웨어 인스턴스에 액세스하는 사용자 또는 
장치마다 CAL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장치 CAL과 사용자 CAL,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장치 CAL: 라이선스 서버의 서버 소프트웨어 인스턴스에 액세스하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단일 장치의 라이선스. 

▶ 사용자 CAL: 라이선스 서버의 서버 소프트웨어 인스턴스에 액세스하는 모든 장치를 사용할 단일 사용자의 라이선스. 
CAL은 버전 및 기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액세스하는 서버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거나 이후 버전이어야 합니다. 

또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배포하여 서버 소프트웨어에 직접 액세스하는 장치 
또는 사용자 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멀티플렉싱 또는 풀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버 소프트웨어 액세스 
또는 사용에 필요한 CAL의 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멀티플렉싱 또는 풀링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프런트 엔드에 
연결하는 장치 및 사용자마다 CAL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OSE 클라이언트 ML 

사용자 클라이언트 ML 

http://www.microsoftvolumelicensing.com/userights/PUR.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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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사용자 또는 장치 단위의 CAL 할당 

 

EC 라이선스는 외부 사용자가 각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는, CAL의 대안입니다. 외부 사용자란 직원이나 현장 계약직 
종사자를 제외한 사용자를 말합니다. EC 라이선스가 서버에 할당되면, 외부 사용자가 아닌 라이선스 구매 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액세스할 수 있는 외부 사용자의 수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외부 사용자가 
액세스하는 실제 서버에는 실행되는 인스턴스 수에 상관없이 각각 하나의 EC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CAL과 
마찬가지로 EC 역시 액세스만 허용하는 것이므로 서버 소프트웨어 인스턴스의 실행 권한을 얻으려면 별도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CAL을 비롯한 EC 라이선스는 버전 및 기능에 따라 다르므로 액세스하는 서버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거나 이후 버전이어야 합니다. CAL과 EC 중 어떤 것을 취득할지는 기본적으로 재정적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서버 – 코어 단위 – 코어 라이선스 

서버에는 필요한 수의 코어 라이선스가 할당되어야 합니다. 라이선싱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서버에 탑재된 물리적 코어. 

2. 개별 가상 OSE 

서버에 탑재된 물리적 코어 단위의 라이선싱. 

서버에 탑재된 모든 물리적 코어에 따라 라이선스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필요한 라이선스 
수는 서버에 탑재된 물리적 코어 수와 SQL Server 코어 계수표의 해당 코어 계수를 곱한 값이 됩니다. 

Enterprise 에디션에서 필요한 수의 라이선스를 각 서버에 할당한 경우, 라이선스 서버에 할당한 라이선스 수와 동일한 
수의 실제 및/또는 가상 OSE에서 무제한으로 서버 소프트웨어 인스턴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라이선스 
서버에 라이선스를 하나씩 추가 할당할 때마다 라이선스 서버에서 서버 소프트웨어 인스턴스를 실행할 수 있는 OSE도 
하나씩 늘어납니다. 

Standard 에디션에서는 필요한 수의 라이선스를 각 서버에 할당한 경우 라이선스 서버의 실제 OSE에서 무제한으로 
서버 소프트웨어 인스턴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1명, 다수의 장치 장치 1개, 다수의 사용자 

장치 CAL 사용자 CAL 

http://download.microsoft.com/download/9/B/F/9BF63163-D8F9-4339-90AA-EBC9AAFC49AD/SQL2012_CoreFactorTable_Mar20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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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의 물리적 코어 수 1 2 4 6 8 

 

 
필요한 코어 라이선스 수 4 4 4 6 8 

 
 
그림 13: 코어 단위 - 서버에 탑재된 물리적 코어. 필요한 라이선스 수는 서버에 탑재된 물리적 코어 수와 SQL Server 코어 계수표의 
해당 코어 계수를 곱한 값이며, 이때 필요한 최소 라이선스 수는 4개입니다. 

 

개별 가상 OSE 단위의 라이선싱 

서버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서버에 설치된 가상 OSE에 따라 라이선스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개별 가상 OSE에서 서버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려면 가상 OSE의 가상 코어 수와 동일한 개수의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상 OSE 1개당 필요한 최소 라이선스 수는 4개입니다. 그 밖에 이후 언제든 가상 코어 일부를 둘 이상의 
하드웨어 스레드로 매핑하는 경우에는 가상 코어에 매핑되는 추가 하드웨어 스레드마다 라이선스 1개가 필요합니다. 이 
라이선스도 가상 OSE 1개당 최소 요건인 라이선스 4개에 포함됩니다. 

필요한 수의 라이선스를 가상 OSE에 할당한 경우 가상 OSE에서 무제한으로 서버 소프트웨어 인스턴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 14: 코어 단위 – 개별 가상 컴퓨터. 가상 컴퓨터에 코어 라이선스를 할당하려면 가상 컴퓨터에 가상 코어(가상 스레드)를 할당할 
때마다 코어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합니다(가상 컴퓨터 1대당 최소 4개의 코어 라이선스). 아래 예에서 가상 컴퓨터 1은 가상 코어가 
4개이기 때문에 코어 라이선스도 4개가 필요하며, 가상 컴퓨터 2는 가상 코어가 6개이기 때문에 코어 라이선스도 6개가 필요합니다. 
 
 

서버 – 특수 서버 – 서버 라이선스 

서버에서 실행되는 서버 소프트웨어 인스턴스마다 라이선스를 할당해야 합니다. 실제 또는 가상 운영 체제 환경에서 
인스턴스를 실행할 수 있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특정 사용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 서버는 
Windows Server 2012 R2 Essentials Web Server 2008 R2와 Microsoft Dynamics CRM Workgroup Server 2013Search 
Server 2010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SQL Server 2012 Standard 
코어 라이선스 

물리 OSE 

가상 컴퓨터 1 

가상 OSE 가상 OSE 

가상 컴퓨터 2 

가상 코어 가상 코어 

SQL Server 2012 R2 
Standard 코어 라이선스 

http://download.microsoft.com/download/9/B/F/9BF63163-D8F9-4339-90AA-EBC9AAFC49AD/SQL2012_CoreFactorTable_Mar20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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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의 제품 사용 권한 문서는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웹사이트(http://www.microsoft.com/licensing/about-
licensing/product-licensing.asp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및 도구 
Microsoft는 고객이 제품 라이선싱 관련 최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와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icrosoft 라이선싱 웹사이트에는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통해 라이선스를 취득한 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해 알아두어야 할 라이선싱 약관과 조건, 추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 Microsoft 제품 목록: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통해 라이선스를 취득한 Microsoft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매월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알려줍니다. 

▶ Microsoft 제품 사용 권한: 현재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제품 사용 권한과 관련하여 
분기별 업데이트를 통해 정보를 알려줍니다. 

▶ 볼륨 라이선싱 지원 문서: 적격한 정부 기관, 자격을 갖춘 교육 기관 사용자의 정의, 언어 옵션, 통화표 같은 추가 
정보를 알려줍니다. 

▶ Microsoft 기술적 제한: 특정 서버 제품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서 수 등 일부 Microsoft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적 제한 사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 전 세계 연락처 정보: 고객이 제품 라이선싱 관련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개요에는 MUI(Multi-Lingual User Interface) Language Packs for Windows, 
다운그레이드 권한 차트, Work at Home 라이선스 등 특정 라이선싱 주제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주제가 정기적으로 추가되고 있으며, 각 문서는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라이선싱 개요는 볼륨 라이선싱 
웹사이트(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volume-licensing-briefs.asp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관리 
Microsoft는 Microsoft 소프트웨어 자산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보고 서비스와 
도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서비스 센터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서비스 센터(VLSC) 사이트는 볼륨 라이선싱 고객이 라이선싱 계약, 등록 계약 및 구매 거래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이 온라인 도구를 이용해 관리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Open License, Open Value, Select License, Select Plus, 그리고 Enterprise Agreement입니다. 다음은 VLSC 사이트의 
기능입니다. 

▶ 현재 공개된 Microsoft 라이선스 문서를 살펴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계약에 대한 종합적인 라이선스 요약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만료된 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구매한 라이선스 거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제품 키(VLK)를 확인 및 요청하거나, 볼륨 라이선싱 자격에 따라 라이선스 제품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Microsoft Software Assurance를 활성화하여 그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직원 및 Software Assurance 관리자의 액세스 권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정한 담당자에게 온라인 도구 액세스를 위한 초대장과 지침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VLSC에 처음 로그인할 때는 계정 검증을 위해 유효한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http://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product-licensing.aspx
http://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product-licensing.aspx
http://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product-licensing.aspx
http://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volume-licensing-brief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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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서비스 센터는 VLSC 웹사이트(https://www.microsoft.com/licensing/servicecente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문 처리 정보를 찾는 방법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주문 처리 정보 사이트(www.microsoft.com/licensing/existing-customers/fulfillment.aspx)에서는 
최신 제품의 가용성 및 업데이트, 이전 버전에 대한 액세스, 그리고 라이선스 제품과 관련된 기타 Microsoft 소식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계획은 기업이 지출 비용을 통제하고 절약함으로써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데 기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웹사이트(www.microsoft.com/resources/sam/default.mspx)를 
참조하십시오. 

제품 정품 인증 – 볼륨 정품 인증 

Microsoft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근절하고 모든 Microsoft 고객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OEM, 
소매, 볼륨 라이선싱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일부 Microsoft 라이선스 제품에 제품 정품 인증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볼륨 라이선싱 고객이 Windows 운영 체제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면 볼륨 정품 인증이라고 불리는 정품 인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키들은 제품 정품 인증을 우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볼륨 라이선싱 웹사이트(www.microsoft.com/licensing/existing-customers/product-activation.asp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볼륨 라이선싱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의 정품 인증 

온라인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업체처럼 Microsoft에서도 원격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 전에 "정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온프레미스 Microsoft 제품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Microsoft Online Subscription Program을 통하는 경우: 

▶ Microsoft 온라인 고객 포털을 통해 정품 인증을 합니다. 

▶ 서비스가 정품 인증되었다는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 Microsoft Online 관리 센터(MOAC)를 통해 서비스를 관리합니다. 

Enterprise Agreement, Enrollment for Education Solutions 또는 School Enrollment를 통하는 경우: 

▶ 채널 가격표(CPS)에 서명하면 Microsoft Regional Operations Center(ROC)가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처리합니다. 

▶ 처리가 완료되면 온라인 고객 포털(OCP)이 정품 인증 메일을 발송합니다. 

▶ 정품 인증 메일은 기업의 온라인 서비스 지정 관리자 이메일 주소(EA의 등록 계약과 동일한 주소)로 발송됩니다. 

▶ 평가판 프로모션 기간 중에는 사전에 고객 개인의 Windows Live ID가 아닌 이 Windows Live ID를 사용하면 
마이그레이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정품 인증 메일을 수신하면 Windows Live ID를 사용해 정품 인증을 실행해야 합니다. 

▶ 정품 인증 메일을 처리하고 작성하는 데는 약 48시간이 소요됩니다. 정품 인증 메일을 수신하지 못했다면 직접 
또는 대리점 파트너를 통해 ROC에 문의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정품 인증이 모두 끝나면 언제든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icrosoft.com/licensing/servicecenter
http://www.microsoft.com/licensing/existing-customers/fulfillment.aspx
http://www.microsoft.com/resources/sam/default.mspx
http://www.microsoft.com/licensing/existing-customers/product-activatio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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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계획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배포 

또는 구현 

프로젝트의 계획 

단계에 사용되지만 

기존 Microsoft 

투자 자산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가치를 

파악, 창출, 

포착한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8장: 볼륨 라이선싱을 위한 Microsoft Software Assurance 
볼륨 라이선싱을 위한 Microsoft Software Assurance을 적용하면 비용 효율적인 프로그램 하나로 24x7 지원, 배포 계획 
서비스, 사용자 및 기술 교육, 최신 Microsoft 소프트웨어 릴리스 및 고유 기술 등의 혜택을 모두 이용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Software Assurance를 통해 기업은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기타 중요한 리소스 및 도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업그레이드 할인을 비롯해 간편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예산 책정 및 관리를 통해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신제품 버전 

▶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배포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전문가, 도구가 지원되는 배포 계획 

▶ IT 담당자 또는 사용자의 교육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Microsoft 제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 교육 옵션 

▶ 24 x 7 전화 및 웹 지원을 비롯한 TechNet 전문가 커뮤니티에 대한 액세스를 통해 가동 시간을 극대화하는 지원 
혜택 

▶ Windows Enterprise, Microsoft Desktop Optimization Pack 등 PC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보안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독점 제품에 대한 액세스 

Software Assurance 혜택을 위한 자격 기준 
각 Software Assurance 혜택에 대한 자격 기준은 볼륨 라이선싱 계약 유형 및/또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러한 혜택들은 기업의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거래를 근거로 합니다. 

영리 기업과 정부 기관의 혜택 자격 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oftware Assurance 
웹사이트(www.microsoft.com/licensing/software-assurance/default.aspx)를 참조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 혜택 

신제품 

▶ 신제품 버전. 새로운 소프트웨어 버전 릴리스가 제공되어 최신 기술에 대한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 Step Up 라이선싱. 소프트웨어를 하위 에디션에서 상위 에디션으로 저렴하게 
마이그레이션(예: Office Standard에서 Office Professional Plus로)할 수 있습니다. 

▶ Microsoft Desktop Optimization Pack(MDOP). MDOP는 가입 방식의 추가 
기능(옵션)으로서 기업을 이를 통해 운영 체제, 응용 프로그램 및 사용자 경험을 가상화하고, 
Windows 기능을 관리하고, 시스템 문제 발생 이후 사용자 생산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Enterprise. Software Assurance 고객에게만 독점 제공되는 Windows Enterprise는 
오늘날 기업에 필요한 모바일 생산성, 보안, 관리 효율성, 가상화 요건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프리미엄 기능을 지원합니다. 

배포 

▶ 계획 서비스. Microsoft 공인 파트너 또는 서비스를 통해 심층적인 계획을 세워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 배포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http://www.microsoft.com/licensing/software-assurance/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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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 이동성. 볼륨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 구매한 서버 응용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공인 이동성 파트너의 
데이터센터에 배포합니다. 

▶ Windows Virtual Desktop Access(VDA) 권한.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된 PC에서 가상 데스크톱 환경에 
액세스할 뿐만 아니라 PC 사용자가 개인 PC나 호텔 키오스크 같은 제 3자의 장치에서 가상 데스크톱에 원격으로 
액세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Windows To Go 사용 권한. 라이선스 장치에서 부팅 가능한 USB 스틱을 이용해 Windows 8.1 Enterprise 에디션이 
설치된 기업 데스크톱을 실행할 뿐만 아니라 이 데스크톱을 완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로밍 사용 권한. 라이선스 장치의 기본 사용자가 사무실 밖에서도 개인 소유 또는 호텔 비즈니스 센터 
PC 등 기업 외부의 장치를 통해 데이터센터에서 실행되는 가상 Windows 인스턴스(VDI)나 Windows To Go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Office, Project 및 Visio 로밍 사용 권한 홈 PC, 인터넷 키오스크 같은 제 3자의 장치에서 가상 데스크톱의 
소프트웨어에 원격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Companion Subscription License(CSL). Windows CSL은 가입 방식의 추가 기능(옵션)으로서 라이선스 
장치의 기본 사용자에게 이 기술을 지원하는 최대 4대의 장치에서 VDI 또는 Windows To Go를 통해 기업 
데스크톱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라이선스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장치로는 개인 소유의 모든 장치 
유형과 x86 기반이 아닌 기업 소유의 장치가 포함됩니다. 

▶ Windows RT Companion VDA 권한. Windows RT Companion VDA 권한은 라이선스 장치의 기본 사용자에게 기업 
소유의 Windows 8.1 RT 또는 Windows RT 도우미 장치에서 별도의 Windows 라이선스 없이 VDI를 통해 기업 
데스크톱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Windows 8.1 앱의 Enterprise 테스트용 로드. Windows 스토어를 통해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터치에 최적화된 
Windows 8.1 앱을 기업 내 장치에 직접 배포하는 데 필요한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 Windows Thin PC. 차지하는 공간이 더 적은 Windows 7의 한 버전으로서 기존의 PC를 씬 클라이언트로 용도를 
변경해 새로운 씬 클라이언트 하드웨어의 필요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Windows Software Assurance 
라이선스 장치에만 적용됩니다. 

▶ Microsoft Office Multi-Language Pack. IT 부서는 37개국 언어가 지원되는 단일 Office 이미지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교육 

▶ 교육 쿠폰. Microsoft의 솔루션 교육 인증 파트너(CPLS)가 강사 주도형 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교육에서는 
Microsoft의 공식 학습 자료가 사용되기 때문에 IT 전문가나 개발자도 자신의 기술적 역량을 연마하여 향후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러닝. 사용자와 IT 전문가를 위해 대화식으로 자가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이나 인트라넷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이 교육 과정은 전체 교육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직원들이 Microsoft 제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핫픽스 확장 지원. 핫픽스 확장 지원 계정(EHSA)과 관련된 연간 비용과 필수 등록 기간이 면제됩니다. 

▶ 가정 사용 프로그램. 직원들은 최신 버전의 Microsoft Office를 저렴하게 다운로드하여 가정용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oftware Assurance를 통한 TechNet 혜택. IT 부서가 전문가와 기술 정보뿐만 아니라 테스트 및 평가를 위한 베타 
및 최종 버전의 제품에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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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옵션 

▶ 24x7 문제 해결 지원. Microsoft 서버 및 데스크톱 제품에 대해 24시간 전화 및 웹 인시던트 지원을 제공합니다. 

▶ System Center Advisor. 기업이 서버 구성을 평가하여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 중단 시간을 줄여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핫픽스 확장 지원. 표준 제품 지원을 넘어 고객 인시던트 단위 기준으로 특정 제품 픽스를 지원합니다. 

전문 기술 혜택 

▶ 재해 복구를 위한 "콜드" 백업. 시스템 가용성을 개선하고, 프로덕션 서버 중단에 따른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의 
사용 불능 상태를 방지할 목적으로 오프라인("콜드") 백업용 서버에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 엔터프라이즈 소스 라이선싱 프로그램 데스크톱 PC 수가 1,500대 이상인 고객의 내부 개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Windows 소스 코드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 분할 납부. 볼륨 라이선싱 및 Software Assurance 결제 금액을 3회의 연액으로 분할 납부하여 이자나 기타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초기 비용을 줄이고 예산 요건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 혜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혜택을 확인하려면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제품 
목록(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product-licensing-overview.aspx)을 참조하세요.  

 

Software Assurance 이용 
볼륨 라이선싱 구매 거래에 Software Assurance를 추가하든, 혹은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에 Software Assurance가 
기본 제공되든 상관없이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이 
사용되는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에 필요한 추가 지침입니다. 

Microsoft Open 프로그램과 Software Assurance 
Software Assurance 구매를 선택한 경우 Open License 계약이 아닌 Open Value 계약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Open 
Value는 Software Assurance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Microsoft Select Plus와 Software Assurance 
Select Plus 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프트웨어 구매 거래에 Software Assurance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는 Select 
Plus와 관련하여 구매 시점 기준의 라이선스 할당을 제거하였습니다. 따라서 Software Assurance는 세 번째 계열사 
계정 갱신일에 자동으로 할당되며, 이에 따라 다수의 Software Assurance 만료일을 추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기존 
Software Assurance를 연장하려면 Software Assurance 만료 후 30일 이내에 갱신 주문만 하면 됩니다. 

Select Plus는 만료 기한이 없는 상시 계약이므로 Software Assurance는 기존 계약을 통해 갱신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점에 Select Plus를 통해 구매한 다수의 Software Assurance 계약을 갱신할 때는 적용 기간이 공통 날짜로 
조정되고, 가격도 적용 기간을 반영하여 비례적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갱신이 간편하고 연간 예산 책정 주기 관리도 
쉬워집니다. 

Microsoft Enterprise Agreement와 Software Assurance 
Enterprise Agreement에는 볼륨 라이선싱을 위한 Microsoft Software Assurance도 포함됩니다. 이 Software Assurance는 
소프트웨어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포괄적인 솔루션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유지보수의 개념을 넘어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로 구성된 종합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product-licensing-overview.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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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솔루션은 광범위한 혜택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배포, 관리 및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 
Software Assuranc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oftware Assurance 웹사이트(www.microsoft.com/s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호하는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대리점에 문의하시면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에 따라 Software 
Assurance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대리점을 찾을 수 있는 연락처 정보입니다. 

▶ 미국의 경우 (800) 426-9400으로 전화하거나 http://pinpoint.microsoft.com/을 방문하세요. 

▶ 캐나다의 경우 Microsoft 리소스 센터에 (877) 568-2495로 문의하세요. 

▶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곳은 현지 Microsoft 자회사에 문의하세요. 현지 자회사는 
www.microsoft.com/worldwide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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