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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P(Enrollment for Application Platform) 
자주 묻는 질문(FAQ) 

 

 

 

 

 

 

Microsoft EAP(Enrollment for Application Platform) 개요 

Microsoft EAP(Enrollment for Application Platform)는 무엇입니까? 

EAP(Enrollment for Application Platform)는 조직 전체에 Microsoft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제품을 배포하거나 업데이트하려는 고객을 

위한 유연하고 경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고객은 EAP 하에서 SQL 서버, BizTalk 서버, SharePoint 서버, Visual Studio 중 한 개 

이상의 제품을 라이선싱하고 매력적인 업그레이드 프로비저닝과 제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AP는 Microsoft 기업 계약에 등록하는 것으로, 배포 시간을 단축하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편한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솔루션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그램 등록 당시 Microsoft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되지 않았던 디바이스의 라이선싱 비용을 유예함으로써 혁신적인 

최신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은 초기 비용  

▶ 새로운 라이선스의 경제적 구입 및 새로운 배포에 필요한 유지 비용 절감  

▶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 무제한 문제 해결 지원을 제공하여 IT 생산성 향상 

▶ 라이선싱 요구 사항에 맞게 1년 트루업 또는 3년 트루업 중에서 유연하게 라이선싱 모델 선택 

EAP를 통해 어떤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EAP에 다음 제품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 하며, 3년의 기간 중 언제든 원하는 제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품 
 

Premium Edition 제품(구매시 

상당한 라이선스 비용 절감) 

 

Standard Edition 제품(구매시 

상당한 라이선스 비용 절감) 

 

SQL 서버 • SQL Server Enterprise (코어 또는 

서버) 

• SQL Server Business Intelligence 

Server (서버) 

• SQL Server Standard (코어 또는 서버) 

• SQL Server CAL 

SQL Parallel Data Warehouse • SQL Parallel Data Warehouse (코어)  

BizTalk 서버 • BizTalk Server Enterprise Edition (코어) • BizTalk Server Standard (코어) 

• BizTalk Server Branch (코어) 

Visual Studio • Visual Studio Ultimate with MSDN • Visual Studio Premium with MSDN 
• Visual Studio Professional with MSDN 
• Visual Studio Test Professional with 

MSDN 
•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CAL 
• Expression Studio Ultimate 
• Expression Studio Web Professional 

SharePoint 서버  • SharePoint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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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제품의 모든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EAP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제품 중에서 하나든 모두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제품에 대해서는 

전사적인 라이선스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기업 구독 계약을 통해 EAP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로선 기업 계약을 통해서만 EAP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 고객이 EAP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기업 고객과 정부 고객 모두 EAP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AP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EAP는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전사적으로 Microsoft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제품을 기반으로 표준화 

▶ 유지보수 비용 절감, SQL 서버 또는 SharePoint 서버 사용 및 평가 

▶ 두 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제품 사용 

EAP를 통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EAP를 통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는 1년 트루업과 3년 트루업 옵션이 있으며, 약정 수준과 선호하는 트루업 방식(매년 또는 3년 

만료 후)에 따라 원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두 옵션을 비교한 표입니다. 

 1년 트루업 3년 트루업 

기간 3년 

기능:  

• Software Assurance 구입량에 100% 적용 필요 

• 트루업 매년 3년 후 20% 성장률 약정을 초과하여 배포된 

라이선스에 대해 적용. 

• 성장률 약정 없음 • 3년 동안 고정 성장률 20%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 비용 (추가 배포로 인해 변경되지 

않음) 

• Premium Edition의 성장률은 35%. 

인센티브 • 새로운 라이선스 구입비 절감 

• 초기 구입에서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되지 않았던 

디바이스의 라이선스 비용 

유예. 

• 새로운 라이선스 구입비 절감 

• 초기 구입량에서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되지 않았던 디바이스의 라이선스 비용 

유예. 

• 계약 기간 동안 지불 금액이 고정되므로 

비용 예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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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혜택 

EAP 고객은 단일 등록하에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제품 라이선스를 관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적정 비용의 표준화 

▶ 기업 계약의 볼륨 할인에 추가적인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제품 라이선스 가격 혜택. EAP 제품 구입 최소 요건을 충족하면 조직 

규모에 상관 없이 이와 같은 가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 참조). 

▶ SA(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된 현재 라이선스를 최신 제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 신제품 배포 계획과 그에 따른 직원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24x7 문제 해결 지원, 계획 서비스, 교육 혜택과 같은 SA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하는 연간 SA를 구입한 고객은 무제한 문제 해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연한 구입 모델 

▶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제품 구매 

▶ 선택한 제품에 따라 연간 또는 3년 트루업 옵션 적용 

▶ 3년 트루업 옵션 계약 존속 기간 동안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므로 비용 예측이 가능 

EAP가 추가적인 Software Assurance 혜택을 제공합니까? 

자격을 갖춘 Software Assurance 고객은 SQL 서버, SharePoint 서버, BizTalk 서버에 제공되는 무제한 프리미어 대응 지원 

인시던트를 통해 무제한 전화 및 웹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SQL 서버, SharePoint 서버, BizTalk 서버 제품의 Software Assurance 비용으로 연간 250,000달러(미화) 이상 소비 

▶ 유효한 프리미어 서비스 계약 보유 

참고: 고객은 Software Assurance 혜택을 프리미어 인시던트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고객이 무제한 문제 해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프리미어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들의 Software Assurance 비용으로 연 평균 250,000달러(미화)를 소비하는 고객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정보 

EAP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EAP의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AP에 포함된 제품의 Software Assurance를 전체 구입량(설치 기반)에 적용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가입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라이선스 중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도 포함됩니다. 

▶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되지 않았던 라이선스의 경우,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에는 라이선스 비용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계약 기간 동안만 Software Assurance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2. 계약 기간 중 라이선스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Standard Edition에 대한 추가 할인 및 Premium Edition 라이선스 비용에 대해 

상당한 할인이 각각 제공됩니다. 

3. 약정 수준과 선호하는 트루업 방식(매년 또는 3년 만료 후)을 결정합니다. 

트루업 옵션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EAP(Enrollment for Application Platform)를 통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는 1년 트루업과 3년 트루업 옵션이 있으며, 약정 수준과 

선호하는 트루업 방식(매년 또는 3년 만료 후)에 따라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년 트루업: 이 옵션은 EA와 비슷합니다. 매년 해당 연도에 구입한 추가 라이선스에 대해 트루업을 적용합니다. 

▶ 3년 트루업: 이 옵션을 선택하면 매년 20퍼센트의 성장률(Premium Edition의 경우 35퍼센트)을 약정하게 되며 이 약정 

성장률이 가격에 고정적으로 반영됩니다. 3년 만료 후 약정이 체결된 성장률을 초과하여 구입한 라이선스에 대해 트루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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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P의 비용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새로운 EAP 라이선스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제품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초기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AP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에는 Software Assurance 비용만 부담하고 이러한 라이선스 비용은 

유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EAP 등록 요구 사항: 

▶ 기업 계약. EA에 등록해야 하지만, 데스크톱 기업 등록일 필요는 없습니다.  

▶ Software Assurance. 초기 구입량에 Software Assurance가 100%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가입 당시 Software 

Assurance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라이선스도 포함됩니다. 

▶ 최소 초기 구매량. 각 제품에 규정된 최소 구입량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제품별 최소 주문량은 얼마입니까? 

제품군 최소 초기 주문량 

SQL 서버 1년 트루업: 

a. 50개 코어 

b. CAL 250개 + 서버 5개 

SQL Server Parallel 

Data  
Warehouse 

위 표에서 SQL Server 제품군을 선택해야 합니다. SQL Parallel Data Warehouse에 

필요한 최소량은 32개 코어입니다. SQL Parallel Data Warehouse 코어는 코어 단위 

SQL 에디션 최소 요건에 적용됩니다. 

BizTalk 서버 1년 또는 3년 트루업 옵션: 24개 코어 

Visual Studio 1년 또는 3년 트루업 옵션: 다음을 포함해 원하는 조합으로 20개 라이선스 선택:   

Visual Studio Ultimate with MSDN 및 Visual Studio Premium with MSDN 

SharePoint 서버 1년 또는 3년 트루업: 5개 서버 Microsoft SharePoint®  Server for Internet Sites 

Enterprise 1년 또는 3년 트루업: 3개 서버 

 

프로그램 비교 

EAP는 다른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과 어떻게 다릅니까? 

EAP는 EA 하에서 체결하는 등록입니다. Select Plus 및 기존 데스크톱 EA 등록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EAP에서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제품을 배포한 전체 구입량에 Software Assurance가 100퍼센트 적용되어야 합니다. 반면 EA는 

기존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라이선스에 Software Assurance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EAP는 프로그램 등록 당시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되지 않은 디바이스의 라이선스 비용 지불을 유예합니다. 

▶ EAP 고객은 Premium Edition 및 Standard Edition 라이선스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가격 할인을 받습니다. EA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CI(Enrollment for Core Infrastructure)란 무엇입니까? 

ECI(Enrollment for Core Infrastructure)를 통해 단일 계약 하에 Microsoft의 핵심 인프라 제품을 구입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 요건에 따라, CIS(Core Infrastructure Suite) Datacenter 또는 Standard Edition 라이선싱을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혼용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군은 단일 프로세서 기반의 라이선스로 Windows Server 운영 체제, System Center 서버 

관리를 동시에 라이선싱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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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P는 ECI와 어떻게 다릅니까? 

애플리케이션 플랫폼과 핵심 인프라 제품군은 EA 등록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서버 플랫폼 패키지 솔루션입니다.  

EAP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제품인 SQL 서버, BizTalk 서버, SharePoint 서버(CAL 적용 안 함), Visual Studio 개발 시스템 중 하나 

이상의 제품을 기반으로 표준화하기를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EAP에는 제품별 최소 초기 구매량이 규정되어 있고 신규 

배포 시 가격 할인을 제공하며, 매년 또는 3년 만료 후 트루업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ECI는 단일 프로세서 기반의 라이선스로 Windows Server 운영 체제와 Microsoft System Center 서버 관리를 바탕으로 핵심 

인프라를 표준화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이상적입니다. 최소 초기 구매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제품을 별도로 라이선싱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제품은 Standard 및 Datacenter Edition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사의 IT 

인프라 워크로드와 환경에 가장 잘 부합하는 조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AP와 ECI 및 기업 등록(EE)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아래 표에 ECI, EAP, EE 프로그램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기업 계약 제품 프로그램 메커니즘 가격 할인 

기업 등록 
 

• CAL 제품군 

• Office 

• Windows OS 

• 추가 제품 및 온라인 

서비스 

• 연간 트루업 

• 3년 계약 

• 모든 데스크톱 PC에 적용(특정 온라인 

서비스 제외) 

• 추가 제품(이용 가능) 

• 온프레미스에서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 가능 

• Software Assurance 필수 

• 데스크톱 플랫폼 요소 중 

최소 한 가지 요소 

• 전체 데스크톱 플랫폼 추가 

할인 

•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제품에는 할인 적용 불가 

• Standard Edition 추가 할인 및 

Premium Edition 대폭 할인 

EAP(Enrollment for 

Application Platform) 
 

• SQL 서버 

• BizTalk 서버 

• Visual Studio 

• SharePoint 서버 

• 1년 또는 3년 트루업 옵션 

• 3년 계약 

• 최소 초기 구매 필수. 

• Software Assurance 필수: 

° 모든 신규 라이선스에 License and 

Software Assurance(L&SA) 적용 

° 현재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되지 

않는 모든 단위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 

유예 

• 데스크톱 EA 불필요 

• 구성에 따라 추가 할인 제공 

 

ECI(Enrollment for Core 

Infrastructure) 
 

• Datacenter and 

Standard 서버 

제품군: 

• Windows Server 

• System Center 

• 연간 트루업 

• 3년 계약 

• 최소 초기 구매량. 

• 두 제품군 에디션 중에서 선택 

• 프로세서 단위 라이선싱 

• Software Assurance 필수 

• 데스크톱 EA 불필요 

 

 

EA 고객이 현재 보유한 EA가 아닌 EAP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제품을 구입하기로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A 하에서 추가 제품으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제품을 구입하면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EAP를 통해 구입할 경우 

계약 기간 동안 추가로 구입한 라이선스에 대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AP를 이용하면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되지 않는 초기 구입량 라이선스의 비용을 유예해, 가장 저렴한 초기 비용으로 최신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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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방법 

EAP에 어떻게 등록합니까? 

EAP에 등록하려면 채널 파트너 또는 Microsoft 담당 영업팀에 문의하십시오. 

EAP를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EAP에 등록할 경우,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에는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되지 않았던 라이선스의 비용 지불이 

유예됩니다. EAP를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신 제품 버전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EAP에 정해진 할인 가격으로 이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최신 버전을 보유할 의사가 없다면, 이 라이선스를 프로그램 등록 당시 보유했던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EAP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에 대한 추가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 EAP(Enrollment for Application Platform)에 대한 추가 정보: www.microsoft.com/ko-kr/licensing  

▶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에 대한 추가 정보: www.microsoft.com/applicationplatform 

Software Assurance에 대한 추가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 Microsoft Software Assurance: http://www.microsoft.com/ko-kr/licensing/software-assurance/sa-mpsa.aspx 

SQL 서버와 Visual Studio에 대한 추가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 SQL 서버에 대한 정보: www.microsoft.com/ko-kr/server-cloud/products/sql-server 

• Visual Studio에 대한 추가 정보: www.visualstudio.com/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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