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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I(Enrollment for Core Infrastructure) 
고객 데이터시트 

 

 

 

 

 

 

ECI(Enrollment for Core Infrastructure) 

ECI(Enrollment for Core Infrastructure)는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사설 클라우드 라이선싱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계약의 가치를 확대합니다.  

▶ 가상화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무제한 가상화 권한으로 클라우드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소프트웨어 비용을 절감합니다. 

▶ 프로세서 기반 라이선싱 모델로 라이선싱 관리를 간소화하여 일관된 클라우드 성능을 제공합니다. 

ECI에서는 간소화된 프로세서 기반 라이선싱 모델에 Windows Server와 Microsoft System Center 관리를 위한 라이선싱을 맞추어 

고객이 더욱 쉽게 라이선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 요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더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라이선스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핵심 인프라 제품군 

EC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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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에디션은 동일한 클라우드 성능을 제공하며 유일한 차이는 가상화 권한에 있습니다. 각각의 CIS Standard Edition 라이선스는 

하나당 최대 2개의 가상 OSE(운영 체제 환경)를 지원하는 반면, 각 Datacenter Edition 라이선스로 라이선싱할 수 있는 가상 OSE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CIS(Core Infrastructure Suite) 할인 혜택 

ECI를 통해서만 CIS(Core Infrastructure Suite) 구입 시 20퍼센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 환경의 가상화 요구와 워크로드에 

가장 부합하는 각 제품군 개수를 선택합니다. 

CIS Suite Datacenter 

가상 OSE 개수 무제한 지원 

CIS Suite Standard 

라이선스당 가상 OSE 2개 지원 

Windows Server Datacenter Edition 

 

Windows Server Standard Edition 

 

System Center 2012 Datacenter Edition 

 

System Center 2012 Standard Edition 

 

 

각 제품군에 어떤 항목이 포함됩니까? 

수상 경력에 빛나는 Windows Server 2008을 기반으로 한 Windows Server 2012는 기존 기술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서버 인프라를 더욱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ystem Center 2012는 서버 관리를 자동화하고 서버 및 데이터센터 리소스 사용을 최적화하는 통합 도구 세트를 통해 데이터센터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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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요구 사항: 

ECI(Enrollment for Core Infrastructure) 프로그램 요구 사항: 

▶ 최소 초기 구매 수량: 25개 라이선스. 초기 구매 시에, 하나의 라이선스는 개별 제품군 또는 Core Infrastructure Server Suite 

Standard나 Datacenter Edition 조합의 물리적 프로세서를 2개까지 지원합니다. 

▶ 연간 트루업. 연중 추가로 배포된 수량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주문량을 연 단위로 합산합니다. 

▶ Software Assurance. 3년 등록하에 있는 모든 라이선스에 대해 Software Assurance가 필요합니다. 

▶ Windows Server CAL(클라이언트 액세스 라이선스) Core Infrastructure Server Suite에 액세스하려면 직원 및/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고객의 외부 커넥터에 적용할 Windows Server CAL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 제품들은 기업 계약, Select Plus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별도로 구매하거나 Core CAL Suite 또는 Enterprise CAL Suite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Software Assurance 

볼륨 라이선싱을 위한 Microsoft Software Assurance는 단일 프로그램 하에 24x7 지원, 배포 계획 서비스, 사용자 및 기술 교육 

그리고 최신 소프트웨어 릴리스 및 고유 기술 등을 모두 제공합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과 가정용 라이선스를 통해 운영능력을 

향상시키고 Microsoft 소프트웨어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도와주어, 최종 사용자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SA에서는 새 

소프트웨어가 출시되면 그와 관련된 기술 교육 및 이용 권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Windows 8 Enterprise Edition 운영 체제와 

Microsoft Desktop Optimization Pack을 포함해 고유한 기술에 대한 액세스도 지원하므로 IT 직원들은 Microsoft 제품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구현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Software Assurance는 사설 또는 공용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하는 특정 

제품을 배포할 수 있도록 확장된 사용 권한을 제공합니다. 이 라이선스 사용 권한은 다양한 디바이스와 직원들의 취향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Microsoft 사설 클라우드: http://www.microsoft.com/ko-kr/server-cloud/solutions/virtualization-private-cloud.aspx 

▶ ECI(Enrollment for Core Infrastructure): http://www.microsoft.com/ko-kr/licensing/licensing-options/enterpris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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