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버 및 클라우드 

등록(SCE) 
 

 

 

오늘날 많은 조직들이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서버 및 

클라우드 등록은 유용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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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주요 Microsoft 서버 및 클라우드 기술로 폭넓게 표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CE 의 장점 

SCE 에 등록하려면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에 대해 

전체 설치 기반의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즉, SCE 

요소의 설치 기반에 걸쳐 Software Assurance 가 

완전히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System Center 의 경우, 핵심 인프라 제품군(CIS)을 

통해 설치한 Windows Server 기반에 System Center 를 

완전히 적용한다는 약정이 필요합니다. 

 

이 약정을 체결한 SCE 고객은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새로운 라이선싱 옵션, 간편한 라이선스 관리, 최적의 

가격과 조건을 비롯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지원 

SCE 는 최저 가격의 Microsoft Azure, 클라우드로 이동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 라이선스, 그리고 System 

Center 를 통한 Microsoft Azure 리소스 관리라는 

새로운 혜택을 제공합니다. SCE 에는 더욱 유연하게 

워크로드를 중단, 통합하거나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가입 

기반 옵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준화 및 간소화 

표준화된 SKU 세트를 통해 간소화된 라이선싱을 

활용하여 모든 배포에 제공되는 최신 기술과 혜택을 

누리십시오. 또한 SCE 를 통해 CIS 약정을 체결할 

경우 온프레미스와 Microsoft Azure 모두에서 

표준화된 관리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약 및 혜택 

SCE 는 신규 라이선스 할인, Software Assurance, 

Microsoft Azure 를 포함하여 Microsoft 서버와 

클라우드 제품에 제공되는 최상의 가격과 장점을 

제공합니다. 자격을 갖춘 고객은 무제한 지원 같은 

프리미엄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지원 

기존 투자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십시오. 

표준화 및 간소화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동시에 

배포와 라이선스 관리를 

간소화하십시오. 

 

비용 절약 및 혜택 

최적의 가격, 할인, 서버와 클라우드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부가 

혜택을 이용하십시오. 

 



©  2013 Microsoft Corporation. Microsoft 는 본 자료를 참고용으로만 제공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본 설명서에서 그 어떠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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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번호 082013)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라이선스 및 Software Assurance 구입 시 15% 

할인 

• Software Assurance 갱신 시 5% 할인 

• CIS 약정의 경우, System Center 의 Microsoft Azure 

리소스 관리 포함(일정한 제한 적용) 

• SCE 제품에 적용되는 최고의 조건, 예측 가능성 

• 새로운 가입 옵션 이용 가능 

• 신규 버전 사용 권한을 포함하여, 배포된 모든 

라이선스에 Software Assurance 의 모든 혜택 제공. 

•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 무제한 문제 해결 지원. 

 

 

운영 방법 

서버 및 클라우드 등록이 제공하는 4가지 요소: 

 

1. 핵심 인프라 

2.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3. 개발자 플랫폼 

4. Microsoft Azure 

 

필요에 따라 이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선택하거나 

그룹화하십시오. 처음 3가지 요소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 상관 없이, 최상 가격의 Microsoft Azure 가 

제공됩니다. 

 

 

 

 

 

 

 

 

 

 

 

 

 

 

 

 

 

 

시작하기 

서버 및 클라우드 등록은 Microsoft 기업 계약(EA) 

하에서 체결하는 3 년 약정입니다. SCE 에 포함된 

혜택뿐만 아니라, 모든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대량 구매 할인, 최고의 

유연성, 예측 가능한 조건 등, 기업 계약 고유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SCE 는 언제든 구입 가능하지만 현재의 기업 

계약이나 Software Assurance 약정이 만료되는 

시점이야말로 SCE 가 서버와 클라우드 요구에 

부합하는 솔루션인지 판단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SCE 는 EAP(Enrollment for Application Platform), 

ECI(Enrollment for Core Infrastructure), EWA(Enrollment 

for Microsoft Azure)를 대체합니다. 

 

담당 Microsoft 고객 관리자 또는 리셀러에게 

문의하여 지금 당장 실천에 옮기십시오. 

 

SCE 리소스 

SCE 자세히 보기: 

http://www.microsoft.com/ko-kr/licensing/licensing-

options/enterprise.aspx

 

 

 

핵심 인프라 

 

제품: 

CIS SKU(Windows Server + 

System Center) 

 

요구 사항: 

모든 Windows Server 의 

CIS 적용 범위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 

 

제품: 

SQL Server 

BizTalk Server 

SharePoint Server 

 

요구 사항: 

모든 SSA 혜택 

 

개발자 

플랫폼 

 

제품: 

Visual Studio Ultimate 

Visual Studio Premium 

 

요구 사항: 

모든 SSA 혜택 

 

Microsoft 

Azure 

 

제품: 

모든 Microsoft Azure 

클라우드 서비스 

 

자동 제공 

또는 독립적으로 라이선싱 

가능 

 

+ Microsoft Azure 액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