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ftware Assurance 혜택: 자격 요약 

기업 및 정부 솔루션 
 

 혜택 Open License 
Open Value Non 
Company-Wide 

Open Value 
Company-Wide and 
Subscription 

Select/ Select 
Plus 

Select/ Select 
Plus SAM 

Enterprise 
Agreement/ 
Subscription  

 일반적 규모(장치 수) 5-250 5-250 5-250 >250 >250 >250 

 Software Assurance 옵션 기본 제공 기본 제공 옵션 기본 제공 기본 제공 

신
제
품

 

신제품 버전       

Step-up 라이선싱 가용성       

Microsoft Desktop 
Optimization Pack 

      

Windows 8 Enterprise 에디션       

배
포

 

계획 서비스       

Software Assurance를 통한 
라이선스 이동성 

      

Windows Virtual Desktop 
Access 권한 

      

Windows Companion 
Subscription License 

      

Windows RT Companion VDA 
권한 

      

Windows To Go 사용 권한       

Windows 로밍 사용 권한       

Windows Thin PC       

Office 로밍 사용 권한       

Windows 8 앱의 Enterprise 
테스트용 로드 

      

TechNet 혜택       

Microsoft Office Multi-
Language Pack 

      

교
육

 교육 쿠폰       

E-러닝       

가정 사용 프로그램       

지
원

 

옵
션

 핫픽스 확장 지원       

24x7 문제 해결 지원       

전
문

 기
술

 재해 복구를 위한 콜드 백업       

엔터프라이즈 소스 라이선싱 
프로그램 

      

분할 납부       

* Windows Intune 및/또는 Windows VDA 가입 라이선스를 취득한 고객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나타냅니다. 
 

대화형 차트 사용법: 
이 차트는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 간 Software Assurance 
혜택을 비교하는 데 사용합니다. 

각 Software Assurance 혜택의 이름 
또는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간략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각 혜택에 대한 자격 설명이 
나타납니다. 

 

Software Assurance  
혜택에 대한 설명: 
구매 또는 갱신 계획에 따른 Software 
Assurance 혜택에 대한 설명은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도구인 Microsoft 
Licensing Advisor를 사용하십시오 
(www.microsoft.com/licensing/MLA).  

이미 Software Assurance를 적용한 
경우에는 볼륨 라이선싱 서비스 
센터에서 현재 혜택에 대해 가장 
정확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려면 먼저 등록을 해야 
합니다 
(www.microsoft.com/licensing/servicec
enter/default.aspx). 

 

Software Assurance  
혜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 
Microsoft Software Assurance를 
방문하거나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www.microsoft.com/softwareassurance). 

 
Microsoft는 본 자료를 참고용으로만 
제공합니다. Software Assurance 혜택의 
자격 기준은 솔루션 및 지역마다 
다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에 따른 고객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볼륨 
라이선싱 계약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licensing/MLA
http://www.microsoft.com/licensing/servicecenter/default.aspx
http://www.microsoft.com/licensing/servicecenter/default.aspx
http://www.microsoft.com/softwareassurance


Software Assurance 혜택: 자격 요약 

 혜택 혜택 요약 자격 요약 

신
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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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Desktop Optimization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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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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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에서 

Windows 8 Pro 대신에 Windows 8 Enterpris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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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에게 다양한 환경에서 Windows 8(또는 이전 운영 체제 버전)의 가상 인스턴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Windows VDA 권한을 이용하려면 Windows 데스크톱 운영 체제에 활성 상태의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Windows Companion Subscription License 
라이선스 장치의 기본 사용자가 VDI를 통해 기업 데스크톱에 액세스하거나, 사무실에서도 최대 
4대의 개인 소유 장치 또는 x86/64가 아닌 기업 소유 장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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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가 데이터센터에서 실행되는 Windows 가상 인스턴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활성 상태의 Windows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된 장치의 기본 사용자는 기업 소유의 Windows 
RT 도우미 장치에서 VD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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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에 저장하여 사용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Windows 데스크톱 운영 체제에 활성 상태의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되어 있는 모든 장치에서 
Windows To Go 권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로밍 사용 권한 
라이선스 장치의 기본 사용자는 개인 소유 PC 같이 기업 소유가 아닌 장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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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의 기본 사용자는 가정 또는 계약직 종사자의 PC 같은 제3의 장치에서 가상 환경을 
통해 Office, Project 및/또는 Visio에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Office 로밍 사용 권한을 이용하려면 적격 장치의 Office, Project 및/또는 Visio에 활성 상태의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Windows 8 앱의 Enterprise 테스트용 로드 
Windows 8 앱을 공용 Windows 스토어를 통해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 내 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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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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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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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러닝 
최종 사용자와 IT 전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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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마다 라이선스 PC 또는 장치의 사용자 1인이 
해당 제품의 복사본 하나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
원

 옵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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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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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문

 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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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dows Intune 및/또는 Windows VDA 가입 라이선스를 취득한 고객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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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