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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및 클라우드 등록(SCE)  

서버 및 클라우드 등록(SCE)은 Microsoft 기업 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한 새로운 라이선싱 방식으로, 고객이 

4가지 Microsoft 서버 및 클라우드 기술 중 일부를 기반으로 폭넓게 표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체 설치 

기반으로 SCE 항목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고객은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새로운 라이선싱 옵션, 간편한 라이선스 

관리, 최적의 가격과 조건을 비롯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지원  

SCE는 최저 가격의 Windows Azure, 클라우드로 이동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 라이선스, 그리고 System Center를 

통한 Windows Azure 리소스 관리라는 새로운 혜택을 제공합니다. SCE에는 더욱 유연하게 워크로드를 중단 또는 

통합하거나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가입 기반 옵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준화 & 간소화  

SCE는 Microsoft의 다양한 서버 및 클라우드 기술을 포괄하는 단일 등록으로 ECI(Enrollment for Core 

Infrastructure)와 EAP(Enterprise Application Enrollment)를 대체합니다. 따라서 표준화된 제품 및 서비스 세트를 

통해 간소화된 라이선싱을 활용하여 모든 배포에 제공되는 최신 기술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용 절약 및 혜택  

SCE는 신규 라이선스 할인, Software Assurance, Microsoft Azure를 포함하여 Windows 서버와 클라우드 제품에 

제공되는 최상의 가격과 장점을 제공합니다. 대량 구매 고객은 무제한 문제 해결 지원을 비롯한 프리미엄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L&SA(License + Software Assurance) 제품 15% 할인 및 Software Assurance 제품 5% 할인, 다른 구성 요소가 

포함된 Windows Azure 5% 할인.  

• 영구 라이선스 외에 새로운 가입 기반 라이선싱 옵션도 선택 가능. 클라우드에서 워크로드를 중단 또는 

통합하거나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할 때 탁월한 유연성을 보장.  

• CIS(Core Infrastructure Suite)를 구입할 경우, System Center를 사용하여 추가 비용 없이 Windows Azure 가상 

시스템과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추가적 권한 부여.  

• Microsoft 프리미어 서비스 고객에게는 SQL Server, Windows Server, System Center, BizTalk Server, SharePoint 

Server에 대한 무제한 문제 해결 지원.  

•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 이동성을 비롯하여 모든 종류의 Software Assurance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클라우드로 더욱 원활하게 마이그레이션 하도록 지원.  

서버 및 클라우드 등록의 운영 방법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SCE 구성 요소 중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에 전체 설치 기반의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핵심 인프라   

•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  

• 개발자 플랫폼  
• Windows Azure  

그 외 필요한 요소:  

• 기업 계약: 기업 계약에 서명해야 하지만, 데스크톱 기업 등록이 자격 조건은 아닙니다.  

• 연금 범위: 사용하려는 각 제품군의 설치 기반에 대해 100% Software Assurance 또는 가입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가입 당시 Software Assurance에서 보장하지 않는 라이선스도 포함됩니다.  

  



서버 및 클라우드 등록 프로그램 가이드  

서버 및 클라우드 등록 | 프로그램 가이드  4  

SCE의 혜택:  

• Software Assurance가 계속 적용되는 라이선스의 경우, 프로그램 진입 시 할인된 가격으로 Software 

Assurance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 Software Assurance가 없는 라이선스의 경우, 최신 제품 버전에 가입하거나 라이선스를 재구입한 후 Software 

Assurance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 동안 구입한 추가 라이선스의 경우, L+SA에 제공되는 추가 가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 및 클라우드 등록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여 추가적인 절감 효과를 얻거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별도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설치 기반의 구입 약정을 통해 이용 가능한 엔터프라이즈 제품과 일반적으로 이러한 약정이 필요하지 않은 추가 

제품 및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서비스 사이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인프라  

• CIS Datacenter  
• CIS Standard  

• CIS Datacenter(Windows Server 불포함)*  

• CIS Datacenter(System Center 불포함)*  

• CIS Standard(Windows Server 불포함)*  

• CIS Standard(System Center 불포함)*  

라이선스를 획득한 모든 Windows Server 배포에는 위의 SKU 중 하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SKU는 유효한 Software Assurance를 통한 구성 요소 라이선스에 사용됩니다.  

최소 주문 요건  

CIS Suites Standard나 Datacenter를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구입할 경우, 25개 이상의 라이선스로 50개 

프로세서(라이선스 하나당 물리적 프로세서 2개까지) 사용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  

• SQL Server CAL  

• 코어 단위 SQL Server Enterprise  

• SQL Server Business Intelligence Server  

• 코어 단위 SQL Server Standard  

• SQL Server Standard Server  

• 코어 단위 SQL Server Parallel Data Warehouse  

• 코어 단위 BizTalk Server Enterprise  

• 코어 단위 BizTalk Server Standard  

• 코어 단위 BizTalk Server Branch  

• SharePoint Server  

최소 주문 요건  

최소한 다음 품목 중 하나를 최소 수량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 SQL Server: 코어당 SQL Server 50개 또는 CAL 250개 구입 시 서버당 SQL Server 5개  

• SQL Server PDW: 32개 코어  

• BizTalk: 24개 코어(에디션 무관)  

• SharePoint Server: 5개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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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플랫폼  

• Visual Studio Ultimate  
• Visual Studio Premium  
• Visual Studio Test Professional  
•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CAL  

• MSDN 플랫폼  

• Visual Studio Deployment Standard  
• Visual Studio Deployment Datacenter  

최소 주문 요건:  

Visual Studio Ultimate 또는 Visual Studio Premium의 조합으로 구성된 20개 이상의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Windows Azure  

• 모든 Microsoft Azure 클라우드 서비스  

최소 주문 요건  

Windows Azure 전용 SCE의 최소 약정 금액은 연간 1,200달러(미화)입니다.  

추가 제품  

SCE 구성 요소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제외한 기업 계약 추가 제품 목록의 모든 제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을 추가 제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Visual Studio Pro  

• SQL Server Enterprise Edition Server (non-core) SA 전용  

• System Center Datacenter 및 Standard Edition(Windows Server 이외의 배포 관리) 가입은 어떠한 추가 

제품에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추가하거나 서버 및 클라우드 등록 기간 중 아무 때나 이러한 제품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특정 요구가 

있는 부서를 쉽게 지원하는 동시에 대량 구매 가격의 혜택과 연 단위 지불 옵션의 장점도 누릴 수 있습니다. 

추가 제품에는 디바이스 기반 라이선스, 사용자 기반 라이선스,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서비스, 그 외 IT 환경을 

지원하는 라이선스(CAL 등)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CAL 정보와 기업 IT 환경에서의 활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C: 클라이언트 액세스 라이선스와 Microsoft CAL 제품군을 참조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oftware Assurance  

Microsoft Software Assurance는 단일 프로그램을 통해 24 x 7 지원, 배포 계획 서비스, 교육, 최신 소프트웨어 

릴리스 및 고유 기술 등을 모두 제공합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 및 가정용 라이선스는 최종 사용자의 생산성을 

높여주어 조작 능력을 개선하고 익숙한 Microsoft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빠르게 적응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IT 

담당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Microsoft 제품과 서비스를 구현하고 관리하도록 돕기 위해, Software Assurance에는 

기술 교육과 새로 출시되는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Software Assurance는 라이선스 

권한 연장과 함께 더욱 다양한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배포 옵션을 지원해 고객들이 공유형 데이터센터에서 

기존의 서버 응용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oftware Assurance 혜택을 설명한 목록은 

부록 A를 참조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제한 문제 해결 지원  

무제한 문제 해결 지원은 SCE에만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SCE를 통해 핵심 인프라와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 구성 

요소를 구입할 경우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무제한 프리미어 전화 예방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이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선택한 각 구성 요소에 대해 연간 250,000달러(미화) 이상을 Software Assurance에 지출해야 합니다. 

또한 프리미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인시던트(SCE 제품에 적용되는 Software Assurance를 통해 획득)를 적격 제품의 프리미어 

서비스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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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및 클라우드 등록 방법  

서버 및 클라우드 등록을 위해서는 구입하려는 SCE 구성 요소의 설치 기반을 먼저 조사해야 합니다. 즉,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의 모든 라이선싱 계약과 등록 중에서 유효한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되는 모든 라이선스  

• 유효한 Software Assurance 없이 배포된(사용 중인) 모든 라이선스  

• SCE 계약을 체결할 때 추가하고 싶은 라이선스  

그 다음으로, 이 모든 라이선스에 Software Assurance가 완전히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된 라이선스는 SCE에서 단순히 Software Assurance로 갱신됩니다.  

현재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되지 않는 라이선스 배포 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입 SKU를 추가하여 이 워크로드 라이선싱  

• 이 워크로드 계약 체결 시 새로운 라이선스와 Software Assurance SKU 추가  

핵심 인프라 구성요소를 등록하려면 모든 Windows Server 배포에도 System Center 라이선싱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즉, 모든 Windows Server 배포가 CIS SKU로 라이선싱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가입 

라이선스 또는 새로운 라이선스와 Software Assurance를 추가하면 됩니다. Windows Server 또는 System Center 중 

하나에만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CIS 없이” SKU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SKU는 두 제품 

모두에 Software Assurance를 적용하지만, 소유하지 않은 제품에는 라이선스만 제공합니다.  

서버 및 클라우드 등록 가입  

가입은 SCE에 포함된 새로운 옵션으로, SCE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새로운 라이선스를 

배포할 때에도 유용한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계약 체결 시 유효한 Software Assurance가 없거나 새롭게 배포하는 

경우, 라이선스의 역할을 하는 구독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계약이 유연성을 보장하는 이유:  

• SCE 계약 체결 시 선행 투자 비용 절감  

• 새로운 디바이스에 적용되는 다양한 구입 옵션  

• 워크로드를 중단 또는 통합하거나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할 때 연 단위로 라이선스 수 축소 가능  

가입을 위해서는 최소 12개월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갱신을 원치 않거나 영구 라이선스를 

구입하려는 경우, 경매 가격은 3년차 트루업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가입 SKU는 MSU(Monthly Subscription Unit)를 

이용해 구입할 수 있으며, 해당 SCE에 영구 라이선스와 함께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SCE에서 Windows Azure 사용  

SCE에서 Windows Azure를 구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입니다.  

• 나머지 3개 SCE 구성 요소(핵심 인프라,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 및/또는 개발자 플랫폼) 중 하나를 등록할 

경우, Windows Azure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 Windows Azure의 독립형 라이선싱도 가능합니다.  

서버 기술을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대규모 배포하는 경우, 설치 기반 서버 및 클라우드 등록(SCE) 계약으로 

Windows Server + System Center, SQL Server 또는 개발자 도구를 구입하면 Windows Azure 초기 구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러한 기술들 중 하나 이상을 기반으로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이전할 준비가 되면 Windows Azure를 즉시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으며, 사용한 만큼만 분기별로 

비용이 청구됩니다. 기업 계약 수준의 가격에 5%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초과에 따른 벌금은 없습니다.  

Windows Azure 전용 SCE 계약도 가능합니다. 즉, 나머지 3 개 SCE 구성 요소를 제외하고 Windows Azure 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약정 금액은 1,200 달러(미화)입니다. 3 년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매년 약정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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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관리의 이점  

핵심 인프라 구성 요소를 등록하면,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도 System Center를 이용하여 Windows Azure 가상 

운영 체제 환경(VOSE)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라이선스 이동성이 보장되므로 워크로드를 Windows Azure로 

이전할 때 클라우드로 라이선스를 옮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고도 새로운 

배포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Windows Azure VOSE 인스턴스:*  

• Windows 가상 컴퓨터 인스턴스  

• 클라우드 서비스 인스턴스(웹 및 작업자 역할)  

• 저장소 계정  

• SQL 데이터베이스  

• 웹사이트 인스턴스  

서버 및 클라우드 등록 프로그램 세부사항  

가격  

볼륨 라이선싱 가격 원칙  

서버 및 클라우드 등록에 내장된 ‘연간 라이선스당 가격 예산 책정 기능’으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3년 

이하의 소프트웨어 기술 비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비용 납부(최초 주문에 기반)는 매년 SCE 계약 갱신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추가한 경우, 프로그램의 대량 구매 가격 수준에 따라 계약 기간 동안 

Windows Azure 서비스 또는 가입, 라이선스당 비용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량 구매 가격  

등록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가격이 대량 구매 할인 계층 구조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구매 약정 규모가 클수록 

각 라이선스에 지불하는 비용은 적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최초 약정에 Windows Azure 서비스 용량을 추가 

구입할 경우 단위 가격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Windows Azure  

나머지 SCE 제품군(SQL, Visual Studio, CIS) 중 하나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Windows Azure 5%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Windows Azure 전용 SCE에는 추가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분할 납부  

계약 체결을 통해 구입한 제품과 서비스 비용을 3년에 걸쳐 매년 계약 갱신일에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EA의 Software Assurance에 포함된 혜택이며, 별도의 금리 수수료 없이 옵션으로 제공되는 지불 조건입니다.  

지불 솔루션  

Microsoft 지불 솔루션은 간편하고 유연하며 경제적인 지불 계획으로 IT 구매력을 확대하고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모든 EA에 지불 솔루션을 적용하여 구매하고,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게 지불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지불 솔루션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유연한 지불 옵션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각자의 요건에 맞게 맞춤화된 지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월, 분기, 반기 할부 납부: 12개월부터 60개월까지 적은 금액, 동일 금액, 예측 가능한 금액으로 나누어 

지불함으로써 초기 투자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불 유예: 1회차 지불을 최장 6개월 동안 유예하고, 서비스와 IT 투자 혜택은 즉시 이용한 후 비용은 예산이 

준비되었을 때 지불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 할증 지불: 단계식 기술 구축에 맞게 납부 금액을 정해 처음에는 조금 내고 이후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내는 

동시에 레거시 기술을 줄여감으로써 현금 흐름을 좀 더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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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솔루션의 장점:  

• 예산, 현금 흐름 또는 배포 일정에 맞는 지불 구조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음  

• 언제든 정상 예산 주기를 벗어나 기존 계약에 새로운 제품, 업그레이드 또는 컨설팅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음  

• Microsoft 제품이 아니어도 상관 없이 소프트웨어, 서비스, 하드웨어를 모두 포함한 통합 솔루션 지불  

참고: Microsoft는 특정 국가에서 Microsoft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타 금융 업체로부터 신용 승인을 받은 

고객에게 지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www.microsoft.com/financing을 방문하여 Microsoft 지불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계약 갱신일: 연간 조정  

SCE 계약 기간 동안 추가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서비스를 배포한 후 트루업이라는 연간 재조정 프로세스를 통해 

이 변경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일년에 한 번, 지난 12개월 동안 추가된 품목을 반영하여 SCE 라이선스, 가입, 서비스를 재조정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년 동안 조직에서 추가했거나 사용한 모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가입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결산하여 주문을 하거나 업데이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연간 조정 주문서(또는 업데이트 확인서)를 

등록 갱신일 60일 ~ 30일 전에 제출하면 Microsoft가 고객에게 연간 청구서를 발급하기 전에 허용된 라이선스 

전환이나 라이선스 축소의 혜택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업 계약 트루업 

가이드를 참조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등록을 SCE로 갱신  

SCE가 ECI(Enrollment for Core Infrastructure), EAP(Enrollment for Application Platform), EWA(Enrollment for Windows 

Azure)를 대체했습니다. 이 세 가지 계약 중 하나가 만료되는 시점에 SCE가 현재 요건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EAP 보유 고객의 갱신 고려사항  

현재 EAP가 만료 예정인 고객은 계속 SCE에서 전체 설치 기반 약정으로 SQL Server, Visual Studio, BizTalk Server, 

SharePoint Serve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 및 간소화된 할인 요율에 따라 약간의 요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변화에는 Software Assurance 5% 할인 및 License +Software Assurance SKU 주요 구성 요소 15% 

할인도 포함됩니다. 할인 혜택은 모든 제품 에디션에 표준화된 요율로 적용되며, 기업 등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할인과 동일합니다.  

ECI 보유 고객의 갱신 고려사항  

이런 변화가 등록 기간 동안 ECI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SCE를 통해 전체 설치 기반 약정으로 핵심 

인프라 제품군(CIS)을 구입하는 ECI 고객은 최적 가격, 새로운 가입 옵션, 새로운 Windows Azure의 혜택, 최신 

기술 액세스 권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ystem Center Windows Azure 관리 권한 등의 새로운 혜택과 무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집니다. SCE는 15% 할인된 License + Software Assurance, 5% 할인된 핵심 

인프라 제품군(CIS) Standard 및 Datacenter(SE 및 DC) Software Assurance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할인은 비 

SCE 프로그램에서 CIS SKU에 제공되는 할인 혜택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환경 중 일부에만 CIS를 배포하고 싶어하는 고객은 별도의 계약이나 최소 수량에 대한 부담 없이 다른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훨씬 쉽습니다. Select Plus 또는 EA 기업 등록의 추가 제품 등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ECI를 CIS SKU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되지 않는 기존 라이선스를 SCE 계약에 추가  

최신 SA 없이 설치 기반 약정의 SCE에 포함되는 제품에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배포하는 모든 경우, 계약 시 

가입 방식으로 Software Assurance를 추가하거나 L+SA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http://www.microsoft.com/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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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AP에 제공되었던 SA Prior L SKU를 통한 유예된 라이선스 방식이 좀 더 유연한 SCE의 가입 옵션으로 

대체됩니다.  

서버 및 클라우드 등록 관리  

SCE에 속한 항목 구입  

SCE 계약을 체결하려면 서버 및 클라우드 계약 외에 마스터 계약(MBSA)과 기업 계약도 체결해야 합니다. SCE에 

EA의 구성 요소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구성 요소에 설치 기반 약정을 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 

SCE 계약 한 건으로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SCE 기간 내내 추가 구성 요소에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정 품목을 전체 설치 기반으로 구입하면 해당 품목에 제공되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품목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코어 인프라 플랫폼, 개발자 플랫폼 

및/또는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입할 경우 Windows Azure를 5% 추가 할인해 드립니다. 단일 계약으로 서버 

및 클라우드 라이선싱을 간편하게 표준화한다는 장점 외에, 다수의 품목을 추가할수록 누적되는 혜택은 

없습니다.  

제품 및 클라우드 서비스 추가  

SCE 기간 동안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Microsoft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 라이선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서버 또는 CAL 라이선스를 추가하고 싶은 경우, 다음 계약 갱신일에 트루업이라는 연간 재조정 

프로세스를 통해 이러한 변경 내용을 반영합니다.  

• 신규 제품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원할 경우, 계약 기간 중 언제든 Microsoft 리셀러를 통해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SAM)는 조직 전체의 비용을 관리하고 소프트웨어 투자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업계 모범 사례입니다. 지속적인 계획을 통해 관리되는 SAM 덕분에 현재 보유 자산과 운영 중인 항목, 중복 

여부 등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는 SAM 방식을 수립하거나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Microsoft 

SAM 사이트는 SAM 최적화 키트, 배포 검색에 유용한 여러 SAM 셀프 서비스 도구 링크, 고객이 직접 연락할 

수 있는 Microsoft Certified SAM Partner 목록을 제공합니다. 공식 파트너들은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AL 추적  

MAP(Microsoft Assessment Planning) Toolkit은 IT 기반 Software Usage Tracker 기능을 이용해 Windows Server, 

Exchange Server, SQL Server, SharePoint Server, System Center Configuration Manager와 같은 서버 제품의 사용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와 관련된 자동 기능은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고객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Software Usage Tracker는 실제 서버 사용량 현황을 보여주는데, 이 데이터는 구입한 CAL과 비교하거나 트루업 

및 계약 갱신을 상담할 때 유용합니다. (CAL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C: 클라이언트 액세스 라이선스와 

Microsoft CAL 제품군을 참조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P Toolkit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microsoft.com/map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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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주문 처리 VLSC  

볼륨 라이선싱 서비스 센터(VLSC)는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고객이 라이선싱 정보를 얻고 Microsoft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거나 볼륨 라이선싱의 혜택과 가입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거점입니다.  

VLSC 라이선싱 대시보드에는 사이트 경고를 표시하는 알림 영역, 볼륨 라이선싱 뉴스와 공지사항 섹션, 주요 

작업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CE 관리에 유용한 VLSC의 메뉴:  

• 라이선싱 개요와 관계 개요로 구성된 라이선싱 정보.  

• 라이선스 요약: VLSC를 이용하여 현재와 과거의 프로그램과 계약에 따른 Microsoft 라이선스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계 요약: VLSC에는 사용자의 프로필과 관련된 모든 볼륨 라이선싱 계약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연락처, 라이선스, 구매 주문의 상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 개요는 사용자가 

VLSC에 액세스할 때의 Windows Live ID와 관련된 모든 볼륨 라이선싱 ID를 종합적으로 요약해 보여줍니다.  

• 다운로드: VLSC 사용자는 더욱 빨라진 다운로드 속도와 단순하고 안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덕분에 라이선싱 

권한에 따라 더욱 쉽고 안전하게 원하는 제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제품 키: VLSC 사용자는 Windows 운영 체제의 제품 키를 쉽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Microsoft 

라이선스 제품의 볼륨 라이선스 키를 입수하여 기술 지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Software Assurance 혜택 요약: 사용자 프로필과 관련된 모든 계약에서 이용할 수 있는 Software Assurance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ftware Assurance 혜택 요약에는 모든 계약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 아직 

사용하지 않은 혜택, 아직 활성화하지 않은 혜택의 총 수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 서비스: 구체적인 Microsoft Online Service 가입 상태와 관리 방법에 액세스합니다.  

• 가입: MSDN(Microsoft Developer Network) 및 TechNet의 구체적인 가입 정보와 관리 도구에 액세스합니다.  

• 도움말. VLSC 사이트 정보, FAQ, 지원 센터 연락처 정보에 액세스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향후 출시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품을 반영하기 위해 관리 프로세스가 변경될 수 있지만, 현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방법으로 Microsoft 클라우드 서비스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 Windows Azure Enterprise Portal에서 계정을 관리하고 다양한 Windows Azure 서비스 이용을 위한 규칙과 

설정을 구성하며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Microsoft System Center를 이용하여 공용 및 사설 Microsoft 클라우드를 관리합니다. System Center의 종합 

관리 기능을 통해 기존의 물리적 서버, 가상 서버, 가상 시스템, 실행 중인 워크로드에서부터 서비스 기반의 

클라우드 요소에 이르는 전체 IT 인프라 스택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합니다.  

Software Assurance 사용  

최신 Windows Enterprise 에디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든, 24 x 7 문제 해결 지원을 요청하든, 혹은 직원에게 

Office 교육을 제공하든 상관없이 원하는 혜택은 볼륨 라이선싱 서비스 센터(VLSC)를 통해 요구해야 합니다.  

VLSC에 로그인한 후, 원하는 특정 혜택에 따라 달라지는 진행 단계를 따릅니다. 각각의 혜택을 요청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Software Assurance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oftware Assurance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지원 받기  

이 서비스는 등록 조건을 통해 연 단위로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프리미어 서비스에는 트루업 개념이 없는 대신, 

필요에 따라 추가 시간을 구입하여 특정 수준의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지원을 받으려면 

지정된 Microsoft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ko-kr/licensing/software-assurance/sa-mpsa.aspx
http://www.microsoft.com/ko-kr/licensing/software-assurance/sa-mpsa.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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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Strategy Service 받기  

Microsoft 제품 목록에 설명된 대로 ESP(Enterprise Strategy Program)는 EA 기간 동안 연 단위로 제공되는 

Microsoft Enterprise Architect와 기타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ESP에는 세 가지 종류의 서비스 

항목(Connect, Foundation, Portfolio)이 있지만, 트루업 개념이 없습니다. 그 대신 용량 추가 옵션을 통해 추가 

용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온라인 관리 도구와 정보  

조직 내 담당자들은 SCE의 제반 요소를 활용 및 관리하기 위해 다음 온라인 도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볼륨 라이선싱 서비스 센터(https://www.microsoft.com/Licensing/servicecenter/default.aspx). 볼륨 라이선싱 

서비스 센터에서 라이선스 대상 제품 다운로드, 제품 키 액세스, 그리고 볼륨 라이선스 계약 및 라이선스 

취득 절차 관리 등을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Software Assurance 혜택(http://www.microsoft.com/ko-kr/licensing/software-assurance/sa-mpsa.aspx) 대부분의 

혜택은 볼륨 라이선싱 서비스 센터를 통해 액세스 가능합니다. 처음 시작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정보가 

Software Assurance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참고: Microsoft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입하면 온라인 관리 및 모니터링 도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앞 

페이지의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SCE의 구매, 갱신 또는 추가  

SCE를 통한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갱신 또는 추가에 관한 사항은 LAR(Authorized Large Account Reseller)에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오.  

• 미국의 경우 (800) 426-9400으로 문의하거나 공인 리셀러를 찾아보십시오.  

• 캐나다의 경우 Microsoft 리소스 센터((877) 568-2495)로 문의하십시오.  

교육기관, 정부 및 자선 단체  

교육기관, 정부 또는 자선 단체와 계열 관계에 있는 사용자는 추가적인 볼륨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며, 파트너 활용 및 가격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볼륨 라이선스 웹 사이트를 

참조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각 지역별 볼륨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볼륨 라이선스 웹 사이트를 참조하여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www.microsoft.com/licensing  

Microsoft 기업 계약: http://www.microsoft.com/licensing/licensing-options/enterprise.aspx  

Microsoft 온라인 서비스: www.microsoft.com/licensing/online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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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서비스 센터: www.microsoft.com/licensing/existing-customers/manage-my-

agreements.aspx  

Microsoft 파이낸싱: www.microsoft.com/licensing/how-to-buy/financing.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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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Software Assurance 혜택 요약   
아래 표는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에 제공되는 Software Assurance 혜택을 신제품, 배포, 교육, 지원, 전문 기술 

혜택별로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제공되는 혜택은 기업 계약에 따라 구입한 라이선스의 수량과 종류(Windows, 

Server, Office)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혜택  설명  자격 요약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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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oductlist/)을 참조하여 확인하십시오.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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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교육 쿠폰  IT 전문가와 개발자를 위한 심화 

기술 강의를 지원합니다.  

Software Assurance가 적용된 적격 Office 

및/또는 Windows 운영 체제 라이선스 

개수에 따라 교육 일수가 결정됩니다.  

E-러닝  최종 사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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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라이선스마다 라이선스 PC 또는 

디바이스의 사용자 1인이 해당 제품의 

복사본 하나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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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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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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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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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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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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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기업 계약 구조   
기업 계약 구조  

기업 계약의 구조는 기업 계약, 기업 계약 등록 등 3개 요소로 구성됩니다. 

MBSA에는 기업 계약과 서비스 조건을 비롯한 다수의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기업 계약에는 EA 하에서 체결되는 모든 

등록이 포함됩니다. 각 등록에는 해당 등록 하에서 이용 가능한 특별 

혜택에만 적용되는 조건뿐만 아니라 주문, 비용 청구, 가격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구조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계약 

조건에 사전 합의함으로써 라이선스 계약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고객이 현재의 등록을 통해 추가 라이선스를 구입하고 싶을 

때 구입 조건을 재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항목  

MBSA(Microsoft Business and Services Agreement)를 체결해야 합니다. MBSA는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및 

서비스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을 정의하는 마스터 계약입니다. 기업 계약을 체결하기 전 또는 

체결과 동시에 한 번만 MBSA를 체결하면 됩니다.  

기업 계약은 모든 등록에 적용되는 라이선스 조건을 정의합니다. 기업 계약 등록에서는 기업 고객이 기업 

계약을 통해 제품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 기반을 마련합니다. 여기에는 구입 

요건, 주문 규칙, 지불 옵션, 가격 조건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라이선싱 계약 조건, 제품, 그리고 등록을 

위해 전사적 구입 약정이 필요한지 여부 등 자세한 구매 관련 사항도 정의됩니다. 등록된 계열사, 소속 계열사, 

특정 등록 계약, ESA(Enterprise Software Advisor) 또는 LAR(Large Account Reseller)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Microsoft 라이선싱 제품 사용 권한(PUR) 문서에는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통해 

라이선스를 얻은 특정 Microsoft 제품의 구체적인 사용 권한 정보도 추가로 수록됩니다. 매월 업데이트되는 

Microsoft 볼륨 라이선스 제품 목록에서는 Microsoft 볼륨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권이 부여되는 

Microsoft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신 버전의 제품 사용 권한이나 Microsoft 

제품 목록 문서 사본을 받으려면, http://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product-licensing.aspx를 

방문하십시오.)  

  

MBSA(Microsoft Business and 

Services Agreement) 

기업 계약 

서버 및 클라우드 등록 기업 

등록 

http://www.microsoft.com/licensing/about-licensing/product-licensing.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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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클라이언트 액세스 라이선스 제품군   
클라이언트 액세스 라이선스(CAL)는 특정 Microsoft 서버 소프트웨어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사용자와 디바이스는 Microsoft Server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함께 CAL을 이용하여 해당 서버 

소프트웨어의 서비스에 액세스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CAL 이용 시 유의 사항:  

• Microsoft는 여러 서버 제품 및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핵심 CAL 제품군(Core CAL)과 

엔터프라이즈 CAL 제품군(ECAL) 등의 두 가지 CAL(Client Access License)을 제공합니다. EA를 통한 CAL 

제품군 라이선싱은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엔터프라이즈 CAL 제품군은 핵심 CAL 제품군의 모든 구성 요소와 함께 다른 CAL 제품군의 구성요소를 

포함합니다. (CAL 제품군 항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 엔터프라이즈 CAL 제품군을 초기에 구매하거나 핵심 CAL 제품군의 “Step-up”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EA를 통해 CAL 제품군을 구입한 고객에게는 Software Assurance가 주어지므로, 서버 제품을 업데이트할 때 

CAL 라이선스를 업데이트하여 라이선싱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 Microsoft는 CAL 구입 고객에게 사용자 단위 및 디바이스 단위 라이선싱 모델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o 사용자 CAL은 액세스에 사용되는 디바이스 수에 상관없이 파일 저장이나 인쇄 등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버에 액세스하는 모든 사용자의 CAL을 구매하는 라이선스입니다. 기업 직원이 다수의 디바이스 

또는 알 수 없는 디바이스를 사용해 기업 네트워크에 로밍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 혹은 단순히 기업 

사용자 수보다 디바이스 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사용자 CAL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o 디바이스 CAL은 서버 액세스를 위한 디바이스 사용자 수에 상관없이 서버에 액세스하는 모든 

디바이스의 CAL을 구매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업무 교대 등 직원들이 디바이스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제 및 관리적 측면에서 디바이스 CAL이 바람직합니다.  

 

*CAL 제품군 구성 요소는 새로 출시된 Microsoft 서버 제품과 서비스의 기능 및 성능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됩니다.  최신 CAL 제품군과 

라이선싱 정보는 www.microsoft.com/calsuites를 참조하여 확인하십시오.  

 **참고: CAL 라이선싱에서는 CAL 버전이 서버 소프트웨어 버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Windows Server 2012로 업그레이드한 

사용자는 2012 Windows Server CAL을 라이선싱해야 합니다.  

 

Enterprise CAL 제품군   

SharePoint Server  
Enterprise CAL  

전자 양식/빠른 검색/대시보드 

Lync Server  
Enterprise CAL  

다자간 회의/온라인 회의 

Exchange Server  
ENTERPRISE CAL with Services  

통합 메시징/보관/E-Discovery 

 

 Active Directory RMS  
액세스 제어/데이터 보호 

System Center  

클라이언트 관리 제품군  

셀프 서비스 지원 센터/백업 & 복구/ 

PC 모니터링 

 
 

핵심 CAL 제품군 
 

  

SharePoint Server  
STANDARD CAL  

협업/콘텐츠 관리 

Lync Server  
STANDARD CAL  
IM/프레즌스/PC 간 음성 & 동영상 

Exchange Server  
STANDARD CAL  

이메일/일정/주소록 

 

Windows Server CAL  
서버 OS/Active Directory/인증 

System Center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관리/보안 

System Center  
Configuration Manager CAL  
소프트웨어 관리/업데이트/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