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crosoft Dynamics CRM2013 (온프레미스)  
Microsoft Dynamics CRM2013은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에 동일한 라이센스 구조를 제공하며, 사용자 라이센스에 모

바일 앱과 데스크탑 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프레미스 CRM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서버 인스턴스 당 

1개의 서버 라이센스와 사용자 수 별로 CALs(Client Access Licenses)을 구매하여 사용합니다.(영구적인 사용권한)  

 

 

 

 

 

 

 

 
 

 

 

 

 

 

 

 

 

 

 

Server & CALs (Client Access Licenses) 라이센스 
 

 

 

 

 

 

\7,581,000 \1,515,000 \528,000 \123,000 

Dynamics CRM 커스터마이징 및 Admin 기능 ●   

시스템 대시보드, 차트, 워크플로우, 다이얼로그 관리 ●   

마케팅 캠페인과 타겟 리스트 ●   

고객 서비스 자동화마케팅 캠페인과 타겟 리스트 ●   

영업 자동화 ●   

리포팅, 개별 대시보드와 시각화 ● ●  

기본 CRM: 

거래처, 연락처, 서비스케이스, 리드 읽기/쓰기 
● ● ● 

커스터마이징 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읽고 쓰기 ● ● ● 

활동관리  ● ● ● 

Dynamics CRM 데스크탑 앱과 모바일 앱을 이용한 접근 ● ● ● 

(Volume Licensing의 EA 레벨 A가격표 기준) 

 

기존 라이센스와의 비교 
 

Microsoft Dynamics CRM 2011 All VL Programs Microsoft Dynamics CRM 2013 All VL Programs 

1 Microsoft Dynamics CRM Server 2011 1 Microsoft Dynamics CRM Server 2013 

1 Microsoft Dynamics CRM 2011 CAL 1 Microsoft Dynamics CRM Server 2013 Professional CAL 

1 Microsoft Dynamics CRM 2011 Limited CAL 1 Microsoft Dynamics CRM Server 2013 Basic CAL 

 

●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등 43개국어 지원(Microsoft Download Center 에서 언어팩 다운로드 가능) 

●평가판: 설치 후 90일 사용. 다운로드: http://www.microsoft.com/ko-kr/download/details.aspx?id=40341 

●구매방법 문의: mskrcrm@microsoft.com  

 

Microsoft Dynamics CRM2013 

가격 & 라이센스 퀵 가이드 

외부 사용자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관련되지 

않는 고객이나 공급사들 

 

내부 사용자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관련된 

직원 및 협력업체 포함 

고객 및 서플라이어 

 

직원, 대리점, 딜러, 벤더들 

 

CAL이 필요하지 않음 CAL이 필요함 

Microsoft Dynamics CRM 

2013 Solution Functionality 

 

Server License 

Microsoft 

Dynamics CRM 

Server 2013 

instance 

http://www.microsoft.com/downloads
http://www.microsoft.com/ko-kr/download/details.aspx?id=4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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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Dynamics CRM Online (클라우드)  
Microsoft Dynamics CRM2013은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에 동일한 라이센스 구조를 제공하며, 사용자 라이센스에 모

바일 앱과 데스크탑 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CRM은 월별로 사용자 수 만큼 사용료를 지불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기본 구독 기간: 1년, 지불 주기: 월납/연납, 지불 방법: 신용카드/인보이스, 중도해지 수수료 있음)   

 

 

 

 

 

 

 

 

USLs (User Subscription Licenses) 라이센스/가격 
 

 

 

 

 

1인 1달 기준 금액 \71,700 \33,100 \16,500 

Dynamics CRM 커스터마이징 및 Admin 기능 ●   

시스템 대시보드, 차트, 워크플로우, 다이얼로그 관리 ●   

마케팅 캠페인과 타겟 리스트 ●   

고객 서비스 자동화마케팅 캠페인과 타겟 리스트 ●   

영업 자동화 ●   

리포팅, 개별 대시보드와 시각화 ● ●  

기본 CRM: 

거래처, 연락처, 서비스케이스, 리드 읽기/쓰기 
● ● ● 

커스터마이징 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읽고 쓰기 ● ● ● 

활동관리  ● ● ● 

Dynamics CRM 데스크탑 앱과 모바일 앱을 이용한 접근 ● ● ● 

 

용량 

Production Instances 1 

Non-Production Instances 1개 이상* 

스토리지 5GB 이상** 
*Non-Production Instance는 Professional USLs 사용자가 25명 이상일 경우에 제공됩니다. 

**20명 미만은 5GB 스토리지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20명 이상인 경우 Professional 20 User 당 2.5G씩 무료로 추가되며 이때 무료로 추가 될 수 있는 최대 스토리지 지원용량은 

최대 50G까지 입니다. 
예) Professional 사용자가 1~19명인 경우: 스토리지 5G/20~39명인 경우: 스토리지 7.5G/40~59명인 경우: 스토리지 10G/60~79명인 경우: 12.5G/80~99명인 경우: 15G ~… Max 50G 

 

추가 가능한 옵션 월 정액 

Production Instances \605,200/instance 

Non-Production Instances \165,400/instance 

스토리지 \11,000/GB 

 

●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등 43개국어를 지원하며 온라인 구독시 CRM 구독페이지에서 추가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가판: 30일간 사용. 신청 링크: http://www.microsoft.com/dynamics/en/asia/crm-free-trial-overview.aspx  

●구독방법  

O365 사용고객: https://portal.microsoftonline.com/Commerce/CustomizeOrder.aspx?OfferId=E16E05AD-34B1-458E-8F15-61BF9A9BDFE&dl=CRMSTANDARD 

O365 미사용 고객: https://portal.microsoftonline.com/Signup/MainSignUp.aspx?OfferId=E16E05AD-34B1-458E-8F15-E61BF9A9BDFE&dl=CRMSTANDARD 

●구매문의: 마이크로소프트 CRM 팀 mskrcrm@microsoft.com 

Microsoft Dynamics CRM2013 

가격 & 라이센스 퀵 가이드 

Microsoft Dynamics CRM Online 

Microsoft Dynamics 

CRM Online USL 

Named User A 

Microsoft Dynamics 

CRM Online USL 

Named User B 

사용자들은 ‘이름’을 기반으로 하여 라이센스를 구매하며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Microsoft Dynamics CRM Online 서비스에 사용자가 접근하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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