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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 시대의 성공 

 

오늘날의 업무 환경에서 직원들은 언제나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동도 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 

다양한 디바이스로 보다 많은 데이터를 다루게 되며, 유비쿼터스 협력을 지원하는 도구를 원합니다. 

 

이러한 업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IT 부서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나날이 증가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한편, 다양한 운영 체제 기반의 환경을 통합하고, 직원들이 모든 디바이스에서 완벽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기업 계약의 일부로 출시된 Enterprise Cloud Suite (ECS)은 Office 365 E3, Enterprise Mobility Suite와 사용자 

단위 Windows Software Assurance를 함께 제공됩니다. 이 3개 서비스의 조합 덕분에 사용자는 모든 기기에서 

동급 최고의 생산성 도구를 사용하는 동시에 IT 보안과 통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 

클라우드 서비스 구입 시 유리한 혜택 

ECS를 패키지로 구입하는 경우, 따로 구입 시에는 

받을 수 없는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Software 

Assurance를 이용하시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연성 

사용자를 중심에 둔 진정한 사용자 단위 

라이선싱 

사용자는 디바이스 종류와 운영 체제에 상관 없이 

일관된 생산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추가 기능 

라이선스나 USL을 통해 다양한 ECS 라이선싱 옵션을 

사용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언제든 추가한 

후 연주기일에 결산할 수 있습니다. 

 

관리 용이성 

기업 계약을 통한 클라우드 라이선싱 간소화 

사용자 단위 라이선싱 모델을 구입하면 더 이상 

플랫폼 EA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필요한 디바이스 

수를 셀 필요가 없습니다. Bridge CAL과 복잡한 

트루업 요구 사항을 충족할 필요 없이 기업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디바이스 단위/하이브리드 

 

Office Professional Plus 

엔터프라이즈 CAL 제품군 

Windows Enterprise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제품군 

사용자 단위 

 

Office 365 E3 

Enterprise Mobility Suite 

사용자 단위 Windows Software 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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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법  

ECS는 250명 이상의 사용자 또는 250대 이상의 

디바이스를 보유한 조직에 적합하며, 기업 계약이나 

기업 구독 등록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고객은 ECS로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라이선싱 옵션이 제공됩니다. 

 

ECS USL: 기존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갱신 시 완전한 사용자 

기반 라이선싱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 엔터프라이즈 제품과 엔터프라이즈 온라인 

서비스 포함 

• 현재 이용 중인 Software Assurance와 

완불된 라이선스가 없으며 온라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 적합 

• Software Assurance 혜택 없음 

 

USL은 Microsoft 제품과 서비스의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을 

통해 사용 권한을 획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초기 라이선싱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ECS 추가 기능: 현재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이용 중인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 엔터프라이즈 제품과 엔터프라이즈 온라인 

서비스 포함 

• 기존 라이선스 유지 

• Software Assurance의 혜택은 기본 온프레미 

스 Software Assurance를 통해 획득 

 

추가 기능은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라이선스 포지션을 보완하는 가입 

라이선스입니다. 

 

 

사용자 단위 라이선싱 

ECS는 전체 플랫폼 EA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고객이 진정한 사용자 단위 라이선싱 모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직원이 두 대 이상의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오늘날의 

기업 환경에서는, 디바이스 단위가 아닌 사용자 단위 

라이선싱이 유용합니다. 사용자 기반 라이선싱에서는 

디바이스 대수를 셀 필요가 없어, 라이선싱 관리가 더욱 

간편합니다. 
 

사용자 단위 Windows Software Assurance 

사용자 단위 Windows Software Assurance는 완전히 

새로운 Windows 라이선싱 방식으로, 사용자를 중심으로 

디바이스를 관리합니다. 

 

iOS 및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디바이스를 

비롯해 사용자의 모든 디바이스가 사용자 단위 Windows 

Software Assurance에 등록됩니다. 이 때, 사용자의 주 

업무용 PC만 자격을 갖춘 운영 체제(Windows Pro 등)를 

기반으로 하면됩니다. 사용자 단위 Windows Software 

Assurance에서는 사용자의 모든 디바이스에 Windows 

Enterprise Edition이 제공됩니다. 모든 디바이스 대수를 

셀 필요 없이 주 PC 사용자 수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라이선스 관리가 더욱 간편해집니다. 
 

다음 단계 

1. 자세히 보기: http://www.microsoft.com/ko-

kr/licensing/licensing-options/enterprise.aspx 

2. 현재 라이선싱 포지션과 향후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에 참여하십시오. 선호하는 Microsoft 공식 

ESA(Enterprise Software Advisor), Microsoft 

LSP(Licensing Solution Provider) 또는 해당 Microsoft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3. Microsoft와 함께 귀사에 꼭맞는 ECS를 구성하십시오.  

 

 

ECS는 IT 보안과 제어를 지원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여러 디바이스에서 최고의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Office 365 
 

Enterprise Mobility Suite 
 

Windows Enterpri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