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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Assurance 갱신 계획 가이드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의 Software Assurance는 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24x7 지원, 배포 계획 서비스, 최종 사용자 및 기술 교육, 최신 소프트웨어 릴리스, 고유 

기술 등을 포함해 모든 Software Assurance 혜택을 비용 효율적인 단일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함으로써 Microsoft 소프트웨어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계약과 이에 따른 Software Assurance 혜택을 갱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Software Assurance 갱신을 위한 계획 수립 
 
1.  계약 만료 전에 Software Assurance의 모든 혜택을 이용하십시오. 

• 현재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은 www.microsoft.com/licensing/servicecente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기업의 혜택 극대화 사례를 다룬 사례 연구를 포함해 Software Assurance 관련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IDC 연구 결과를 www.microsoft.com/maximizevalu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점과 협의하여 최적의 갱신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licensing/servicecenter
http://www.microsoft.com/maximize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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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Assurance의 가치 
Microsoft Software Assurance는 기업의 예산 관리 효율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을 통해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Gartner 분석가인 마이클 실버(Michael Silv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icrosoft가 Software Assurance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이용한다면 엄청난 가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Software Assurance 혜택 개요 및 비즈니스 가치 혜택의 이점 

신규 버전 권한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되는 모든 Microsoft 제품 

라이선스에 대해 새로운 소프트웨어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  소프트웨어 구매 관련 비용의 절감 

•  기업의 투자 보호와 조달 및 예측 간소화 

분할 납부 한 번에 선불로 지불하지 않고 연 단위 지불 옵션을 
이용하여 기술 지출 관리에 따른 유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  초기 비용 절감 
•  최장 3년까지 연간 소프트웨어 예산 요건을 사전에 

쉽게 예측 

배포 계획 서비스 사전 검증된 배포 파트너를 통해 포괄적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배포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 Desktop Deployment Planning Services 

• SharePoint Deployment Planning Services 

• Exchange Deployment Planning Services 

• Business Value Planning Services 

•  배포 비용 및 복잡성 감소 

•  성공적인 배포에 따른 활용도 및 생산성 증대, 비용 

절감, 소프트웨어 투자 수익 향상 

교육 쿠폰 현지 Microsoft 공인 파트너가 제공하는 Microsoft 
Official Courseware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강의실 
솔루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술 숙련도 향상, IT 교육 비용 절감 
•  새로운 기술의 효율적인 배포, 유지 및 지원을 위한 

IT 담당자의 역량 강화 

24x7 문제 해결 지원 비즈니스 크리티컬 항목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해 24x7 

문제 해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Standard 및 Enterprise 

Edition Server에 대해서는 영업 시간 동안 무제한 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비용 절감, 다른 프로젝트를 위한 IT 리소스 

확보 

•  중단 시간과 그에 따른 생산성 손실 감소 

Microsoft Desktop 
Optimization Pack(MDOP) 

Software Assurance 고객에게만 독점 제공되는 MDOP는 
추가 기능 가입 라이선스로서 혁신 기술을 사용해 
데스크톱 통제 효율을 높이고, 데스크톱 배포와 관리를 
가속화 및 간소화하며, 소프트웨어를 중앙 관리 서비스로 
전환하여 동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데스크톱 관리 효율성 제고, 서비스형 응용 
프로그램의 배포 지원 

•  총소유비용 절감 

Windows 7 Enterprise 컴퓨터 관리를 간소화하고, 장소에 상관없이 사용자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보안 및 통제 강화를 통해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비용 효율성을 높입니다. 

•  IT 비용 절감, IT 효율성 개선 

•  데이터 보안 강화 

E-러닝 Microsoft 기술 전문가가 개발한 유연하고 편리한 
자기주도형 학습을 통해 IT 담당자의 기술적 역량을 
최신 기술에 맞춥니다. 

•  직원 생산성 증대, 비즈니스 통찰력 확보 
•  기업의 교육 비용 절감 

가정 사용 프로그램 자격을 갖춘 직원이 회사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과 

동일한 Microsoft Office 2010 데스크톱 소프트웨어를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Microsoft Office 

소프트웨어를 가정에서도 사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직원 효율성 증대 및 교육 비용 절감 

•  지원 센터 통화 감소로 IT 부담 저감 

Software Assurance를 통한 
TechNet 혜택 

TechNet Online Concierge Chat과 Managed 
Newsgroups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IT 
전문가에게는 TechNet Plus Direct에 대한 단일 라이선스 
구독권도 발송되며, 이를 통해 Microsoft 소프트웨어 
평가판을 비롯해 기타 기술 도구 및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기술 도구 및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허용 

재해 복구를 위한 콜드 백업 재해 복구를 위한 "콜드" 백업 서버 라이선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  재해에 대한 대응 가속화와 이에 따른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비즈니스 크리티컬 솔루션 보호, IT 운영 효율성 

유지 
 

이 밖에 추가 혜택의 자격도 있습니다. 전체 혜택을 보려면 http://www.microsoft.com/licensing/software-assurance/midsize.aspx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licensing/software-assurance/midsiz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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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가장 적합한 계약 프로그램 선택 
컴퓨터 수가 250대 이상인 기업 

기업이 250대 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한 경우 Enterprise Agreement와 Select Plus 프로그램이 이상적입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Microsoft 총판을 통해 제공됩니다. 

Enterprise Agreement Select Plus 

 전사적 IT 표준화를 통해 전체 컴퓨팅 비용 절감 

 간편한 라이선스 관리와 중앙 구매 방식으로 관리 오버헤드 
대폭 감소 

 Software Assurance를 통한 부가 가치로 관리 효율성, 
업그레이드 등 향상 

 가입 모델의 Enterprise Agreement 혜택을 원하는 기업에게 
가입 옵션 제공 

 여러 지역 계열사의 분산 구매를 지원할 수 있는 전사적 
단일 계약 

 전체 기업의 대량 구매에 따른 가격 할인 

 볼륨 라이선싱 계약 기간 동안 Software Assurance 구매에 
따른 ROI 극대화 

 높은 유연성으로 필요에 따라 라이선스 제품 구매 

 3년마다 계약 재협상 및 갱신 불필요 

 
컴퓨터 수가 250대 미만인 기업 

Open License 프로그램은 뛰어난 유연성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요건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솔루션 
제공업체와 온라인 라이선싱 대리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세 가지 Open License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Open Value Open Value Companywide Open Value Companywide 
 

 유연한 지불 옵션과 간편한 거래로 
기업 성장에 따른 소프트웨어 투자 
관리 용이 

 계열사 간 단일 계약 공유로 라이선스 
관리 간소화 

 각 소프트웨어 타이틀을 최초 주문할 
수 있는 미디어 키트 무료 제공 

 신규 버전 권한, 교육 쿠폰, 가정 사용 
프로그램, TechNet 등의 Software 
Assurance 혜택 제공 

Open Value의 모든 혜택 포함 
 

 하나 이상의 Microsoft 엔터프라이즈 
제품을 기준으로 데스크톱을 
표준화하려는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절감 

 데스크톱 라이선스의 월 단위 
주문으로 라이선스 관리 용이 

 가입 모델의 Open Value 
Companywide 혜택을 원하는 
기업에게 가입 옵션 제공 

 

 라이선스 구매 수가 5개에 불과한 
기업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볼륨 
라이선싱 옵션 

 비용 절감,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방식으로 라이선스 추가 가능 

 성장 기업을 위한 유연한 라이선싱 
모델과 손쉬운 라이선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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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 
Software Assurance를 통한 비용 절감 

다수의 Microsoft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Software Assurance 만료일도 많다 보니 관리가 필요합니다. Microsoft는 
기업이 버전을 추적하거나 예산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자격 여부에 따라 다수의 계약을 볼륨 라이선싱 계약 하나로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통합하면 관리, 

추적해야 하는 총 계약 건수가 감소하므로 향후 Software Assurance 적용이 소멸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기업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대리점이나 Microsoft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SAM 검토 고려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SAM)는 기업이 비용을 관리하고, 규정 준수 및 보안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에 따른 향후 소프트웨어 
요건을 예상할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Microsoft는 다양한 도구와 파트너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현재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검토한 후 제거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식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소프트웨어 인벤토리 

관리를 위한 팁이나 도구를 포함한 자세한 정보는 www.microsoft.com/sam을 참조하십시오. 무료 SAM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여부는 (866) 606-37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 유형별 Software Assurance 
Software Assurance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취득과 동시에 구매해야 합니다. 각 라이선스마다 다른 Software Assurance 혜택이 

정해져 있으므로 혜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앞의 두 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는 표를 참조하십시오. 

혜택 유효성 

수명 주기 단계 혜택 Open License Select License, 
Select Plus 

Open Value, 
Open Value 
Subscription 

Enterprise Agreement, 
Enterprise Agreement 

Subscription** 

계획 
신규 버전 권한 • • • • 
분할 납부  • • • 

배포 
배포 계획 서비스   • • 
Microsoft Desktop Optimization Pack* • • • • 

사용 

Windows 7 Enterprise • • • • 
교육 쿠폰   • • 
E-러닝 • • • • 
가정 사용 프로그램 • • • • 
엔터프라이즈 소스 라이선싱 프로그램    • 

유지 
24x7 문제 해결 지원 • • • • 
재해 복구를 위한 콜드 백업 • • • • 
Software Assurance를 통한 TechNet 혜택  • • • 

전환 
Windows Fundamentals for Legacy PCs    • 
핫픽스 확장 지원(데스크톱)    • 
핫픽스 확장 지원(서버) • • • • 

 
Software Assurance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은 솔루션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의 정보와 상충하는 경우 볼륨 라이선싱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과 특정 Software Assurance 혜택에 적용되는 약관이 우선합니다. 볼륨 라이선싱 약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Microsoft 담당자 또는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Microsoft Dynamics CRM 제품에 관한 혜택 정보는 www.microsoft.com/dynamics/crm/support/serviceplans.msp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Visual Studio 제품에 관한 MSDN 혜택 정보는 msdn.microsoft.com/subscriptions/aa718661.asp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Desktop Optimization Pack은 Software Assurance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추가 가입 라이선스입니다. 
**Select License Software Assurance 고객과 Select Plus Software Assurance 고객에게는 Enterprise Agreement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http://www.microsoft.com/sam
http://www.microsoft.com/dynamics/crm/support/serviceplans.m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