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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키 관리 서비스)를 사용하여 Windows 10 컴퓨터에 대한 정품 인증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Windows 10 컴퓨터를 지원하도록 KMS 호스트를 업데이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 10 

볼륨 정품 인증 팁을 참조하세요. 

 

정품 인증이란 무엇인가요? 

제품 정품 인증은 소프트웨어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제품 키를 입력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정품 

인증은 소프트웨어의 제품 키와 해당 소프트웨어의 특정 장치 설치 간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정품 인증 기술 및 도구는 소프트웨어의 여러 채널(일반 정품, 볼륨 라이선스 및 OEM)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정품 인증 유형에는 패키지의 제품 키를 입력하거나 네트워크 서버 또는 전화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는 등 대화형 단계가 필요합니다. 

 

설치 키란 무엇인가요? 

설치 키는 각 제품/버전 조합에서 제품의 "잠금을 해제"하고 정품 인증을 무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설치 키를 얻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실제 풀필먼트. 실제 풀필먼트를 통해 구입한 제품은 미디어 슬리브에 설치 키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 다운로드 풀필먼트. 다운로드를 통해 구입한 제품은 다운로드와 함께 설치 키가 제공됩니다. 

• Microsoft VLSC(볼륨 라이선스 서비스 센터)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다운로드 화면에 설치 키가 제공되며, 다음 텍스트가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일부 제품에는 설치 키가 필요합니다. 설치 키는 제품 설치 중에 필요하므로 메모해 

두십시오." 

• 정품 인증 콜 센터에 연락하여 필요한 설치 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볼륨 라이선스 계약 

정보 및 구입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Microsoft는 내 계약과 연결된 제품 키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볼륨 라이선스 제품 키는 Microsoft VLSC(볼륨 라이선스 서비스 센터)의 Microsoft 관계 요약에 

나열된 각 라이선스 ID에 대해 제공됩니다. 따라서 여러 라이선스 ID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볼륨 라이선스 키에 대한  
질문과 대답 

http://blogs.technet.com/b/askcore/archive/2015/09/15/windows-10-volume-activation-tips.aspx
http://blogs.technet.com/b/askcore/archive/2015/09/15/windows-10-volume-activation-tips.aspx
https://www.microsoft.com/ko-kr/licensing/existing-customer/activation-center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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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계약 고객에게는 제품 풀(시스템, 서버, 응용 프로그램) 단위로 키가 제공됩니다. 

• Select 라이선스 고객에게는 제품 풀(시스템, 서버, 응용 프로그램) 단위로 키가 제공됩니다. 

• Select Plus 라이선스 고객에게는 제품 풀(시스템, 서버, 응용 프로그램) 단위로 키가 

제공됩니다. 

• Open License 및 Open Value 고객에게는 해당 라이선스 구매에 따라 적용 가능한 키가 

제공됩니다. 

참고: 모든 고객에게는 이미지로 다시 설치 및 다운그레이드하는 데 키를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계약, Select 라이선스 및 Select Plus 고객에게는 교육 및 백업을 위한 제한된 소프트웨어 

복사본 및 평가판 권한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TechNet 문서, 적절한 볼륨 라이선스 키를 선택하는 방법을 참조하세요. 

 

볼륨 정품 인증이란 무엇인가요? 

볼륨 정품 인증은 Windows Vista 및 Windows Server 2008과 함께 처음 도입된 제품 정품 인증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볼륨 라이선스 고객은 최종 사용자에게 영향이 없는 방식으로 정품 인증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볼륨 정품 인증은 볼륨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혜택 범위에 속한 시스템에만 적용되며, 정품 인증 

도구로만 사용됩니다. 라이선스 대금 청구와는 어떤 방식으로도 연관되지 않습니다. 

 

볼륨 정품 인증에서는 볼륨 정품 인증을 완료할 수 있는 여러 모델을 제공합니다. 

• KMS(키 관리 서비스) – KMS를 사용하면 조직이 자체 네트워크 내에서 시스템의 정품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 MAK(복수 정품 인증 키) – MAK는 Microsoft의 호스팅 정품 인증 서비스를 사용하여 

일회성으로 시스템의 정품을 인증합니다. 

• Windows 8, Windows Server 2012 및 Office 2013 시작 

• Active Directory 기반 정품 인증 

• Active Directory 기반 정품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컴퓨터를 설정하는 동안 

도메인에 연결된 모든 Windows 8, Windows Server 2012 및 Office 2013 

컴퓨터에서 작업에 영향 없이 자동으로 정품 인증이 수행됩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는 도메인의 구성원으로 유지되고 도메인 컨트롤러와 정기적으로 

통신하는 한 정품 인증 상태를 유지합니다. 

중요: 설치 과정에서 볼륨 정품 인증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의 배포를 계획 및 관리해야 합니다. 

https://www.microsoft.com/ko-kr/licensing/learn-more/volume-licensing-briefs.aspx
http://technet.microsoft.com/en-us/library/ee939271.aspx
https://technet.microsoft.com/library/hh831612.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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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Directory 기반 정품 인증에 대해 알아보세요. 

 

KMS(키 관리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KMS(키 관리 서비스)는 제품 정품 인증을 위해 개별 컴퓨터를 Microsoft에 연결할 필요 없이 조직이 

자체 네트워크 내에서 시스템의 정품을 인증할 수 있는 정품 인증 서비스입니다. 전용 시스템이 필요 

없으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공동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KMS를 사용하려면 네트워크 환경에 최소 개수의 실제 또는 가상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정품 인증 

임계값이라는 이러한 최소값은 기업 고객이 쉽게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 Windows에 대한 정품 인증 임계값 – Windows Server 2008, Windows Server 2008 R2 또는 

Windows Server 2012를 실행하는 서버의 정품을 인증하려면 5대 이상의 컴퓨터가 있어야 

하고, Windows Vista, Windows 7 또는 Windows 8을 실행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정품을 

인증하려면 25대 이상의 컴퓨터가 있어야 합니다. 

• Office에 대한 정품 인증 임계값 – KMS를 사용하여 설치된 Office 제품의 정품을 인증하려면 

Office 2013, Project 2013, Visio 2013, Office 2010, Project 2010 또는 Visio 2010을 

실행하는 컴퓨터가 5대 이상 있어야 합니다. Office 제품에 대한 볼륨 정품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ffice 2010에 대한 볼륨 정품 인증 빠른 시작 가이드 및 Office 2010에 대한 

볼륨 정품 인증 개요를 참조하세요. 

정품 인증 임계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볼륨 정품 인증 계획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MAC(복수 정품 인증 키)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나요? 

MAK(복수 정품 인증 키)를 사용하려면 컴퓨터를 Microsoft 정품 인증 서버에 한 번 연결해야 합니다. 

컴퓨터의 정품이 인증된 후에는 더 이상 Microsoft와 통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MAK에는 다음 두 

가지 정품 인증 방법이 있습니다. 

• MAK 독립적 정품 인증: 각 컴퓨터에서 웹 또는 전화를 통해 Microsoft에 개별적으로 

연결하여 정품 인증을 완료합니다. 

• MAK 프록시 정품 인증: 이 방법은 VAMT(볼륨 정품 인증 관리 도구)를 사용합니다. 

Microsoft 온라인 연결 또는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 컴퓨터에 연결하는 대신 중앙 집중식 

정품 인증 요청이 수행됩니다. 참고: VAMT를 통해 IT 전문가는 MAK를 사용한 볼륨 정품 

인증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http://technet.microsoft.com/library/hh831612.aspx
http://technet.microsoft.com/library/ee624359(office.14).aspx
http://technet.microsoft.com/library/ee624349(office.14).aspx
http://technet.microsoft.com/library/ee624349(office.14).aspx
http://technet.microsoft.com/en-us/library/dd878528.aspx
https://docs.microsoft.com/en-us/windows/deployment/volume-activation/use-the-volume-activation-management-tool-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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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MAK에는 볼륨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허용되는 정품 인증 수가 미리 결정되어 있습니다. MAK 

정품 인증 한도를 늘리려면 Microsoft 정품 인증 센터에 문의하세요. 

 

볼륨 정품 인증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제품 정품 인증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세요. 

 

MAK에 대한 사용 제한이 있나요? 

예. MAK에는 계약 유형에 따라 정품 인증 수가 미리 결정되어 있습니다. 고객 또는 Microsoft 요청에 

따라 고객의 일정한 사용량에 맞게 정품 인증 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VLSC로 이동하거나 VAMT(볼륨 정품 인증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MAK에 남아 있는 정품 인증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MAK 정품 인증 한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Microsoft 정품 인증 센터에 

문의하세요. 

 

Microsoft 정품 인증 센터의 전화 번호를 확인하세요. 

 

조직에서 시스템의 정품을 인증하는 데 MAK와 KMS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예. 볼륨 라이선스 고객은 환경 요구 사항에 따라 KMS 호스트 정품 인증 서비스 및/또는 MAK를 

사용하여 컴퓨터의 정품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Office 2010 또는 2013에 대해 KMS를 실행하기 위해 전용 서버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전용 서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KMS 호스트는 간단한 서비스이므로 Office 및 Windows 

KMS 호스트를 공동 호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Windows Server 2003, Windows 7 볼륨 에디션 

및 Windows Server 2008 R2만 Office KMS 호스트로 지원됩니다. 

 

Windows Server 2003에서는 Office 2013 KMS 호스트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 Office 

2013에 대한 KMS 및 MAK 정품 인증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Office 2010과 동일합니다. Office 2013 

KMS 호스트는 Windows Server 2008 R2, Windows 7 VL 에디션, Windows 8 VL 에디션 및 Windows 

Server 2012에서 지원됩니다. 

 

x86(32비트) 및 x64(64비트) 버전의 Office 2010 또는 Office 2013 제품용 키가 다른가요? 

모든 Office 제품의 제품 키는 x86(32비트) 버전과 x64(64비트) 버전 모두에서 작동합니다. 

 

https://www.microsoft.com/ko-kr/licensing/existing-customer/activation-centers.aspx
https://docs.microsoft.com/en-us/windows/deployment/volume-activation/use-the-volume-activation-management-tool-client
https://www.microsoft.com/Licensing/servicecenter/default.aspx
https://docs.microsoft.com/en-us/windows/deployment/volume-activation/use-the-volume-activation-management-tool-client
https://www.microsoft.com/ko-kr/licensing/existing-customer/activation-center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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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MS 또는 ISVR 파트너인 경우 키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ISV Royalty 라이선스 프로그램 또는 HVMS(High Volume Messaging Services Agreement)를 

사용하는 고객은 VLSC를 통해 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Microsoft 정품 인증 센터에 문의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정품 인증 방법으로 KMS를 사용하여 Windows 7 및 Office 2010을 배포하려고 합니다. KMS 

호스트 컴퓨터를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Windows Server 버전은 무엇인가요? 

KMS(키 관리 서비스)를 정품 인증 방법으로 사용하여 Windows 7 및/또는 Office 2010을 배포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하세요. 

• Windows Server 2008은 Windows 7 및 Office 2010을 정품 인증할 KMS 호스트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패치를 사용하여 Windows 7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정품 인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Office 2010 클라이언트는 패치를 사용하여 정품 인증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 Windows Server 2008을 KMS 호스트로 사용하는 경우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KMS 호스트 컴퓨터를 Windows Server 2008 R2로 업그레이드합니다. 

• 컴퓨터를 Windows Server 2003으로 다운그레이드합니다. 

• Windows 7 볼륨 에디션 컴퓨터에서 KMS 호스트를 실행합니다. 

• Windows Server 2008 컴퓨터에서 Windows Server 2003 가상 컴퓨터를 실행합니다. 

PC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VAMT(볼륨 정품 인증 관리 도구)와 함께 MAK(복수 정품 인증 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Microsoft는 모든 이전 플랫폼에 대한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할 이전 버전을 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Windows Server 2008은 

Office 2010 KMS 호스트 플랫폼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MAK 및 KMS를 포함하여 VLK(볼륨 라이선스 키)는 특정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발행되며, 

이를 통해 조직에서는 사용이 허가된 소프트웨어 및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icrosoft.com/ko-kr/licensing/existing-customer/activation-center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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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머신에는 어떤 정품 인증 방법을 사용해야 하나요? 

KMS와 MAK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지만 MAK를 사용하면 컴퓨터 정품 인증을 수행할 때마다 정품 

인증이 하나씩 감소하므로 KMS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실제 및 가상 머신 둘 다에 

적용됩니다. 

 

참고: 

• Windows Vista SP2, Windows Server 2008 SP2, Windows 7 및 Windows Server 2008 R2: 

가상 머신이 KMS의 정품 인증 임계값에 계산됩니다. 정품 인증 임계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볼륨 정품 인증 계획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 Windows Vista SP1, Windows Server 2008, Windows Server 2003 v1.1 및 Windows 7은 

가상 컴퓨터에서의 KMS 호스트를 지원합니다. 

• 각 KMS 호스트 키를 사용하여 6개의 KMS 호스트(실제 또는 가상일 수 있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KMS 호스트 컴퓨터가 Windows Server 2008 KMS 키를 사용하여 정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컴퓨터를 Windows Server 2008 R2 배포 호스트로 사용할 수 있나요? 

Windows Server 2003, Windows Server 2008 또는 Windows Vista가 설치된 기존 KMS 호스트는 

Windows 7/Windows Server 2008 R2 시스템의 정품 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업데이트는 WSUS(Windows Server Update Services), Microsoft 다운로드 센터 및 Microsoft Docs의 

볼륨 정품 인증 페이지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설치한 후 호스트에 Windows Server 

2008 R2 KMS 키를 설치하고 정품 인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Windows 7 Professional이 미리 설치된 새 PC를 구입했으며 이전 버전의 Windows로 

다운그레이드하려고 합니다. 어떤 키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7 KMS 키를 사용하여 정품 인증한 KMS 호스트(Windows Vista 및 Windows 7 

KMS 클라이언트 정품 인증) 

• Windows Vista KMS 키를 사용하여 정품 인증한 KMS 호스트(Windows Vista KMS 

클라이언트 정품 인증) 

• Windows Vista MAK 

Windows XP로 다운그레이드하려면 Windows XP Professional 키만 사용해야 합니다. 

 

https://technet.microsoft.com/en-us/library/dd878528.aspx
https://technet.microsoft.com/library/hh831612.aspx
https://technet.microsoft.com/library/hh831612.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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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모"회사에서 소유)에 개별 계약이 있는 경우 모회사가 같은 키(예: Windows Server 2008 

Standard/Enterprise R2 KMS 키)를 사용하여 두 회사에 Windows 7 및 Windows Server 2008 

R2를 배포할 수 있나요? 

원하는 경우 그럴 수 있지만 특정 라이선스 ID(계약, 등록계약, 계열사 또는 라이선스)에 따라 지정된 

라이선스를 사용하기 위해 해당 라이선스 ID에 따라 제공된 키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라이선스에 특정한 키를 사용하거나 모두에 하나의 키 집합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고객은 배포/이미지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정품 인증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볼륨 정품 인증은 사용자에게 투명한 정품 인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공된 유예 

기간(일반적으로 30일) 내에 정품 인증을 수행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알림 모드”로 전환됩니다. 알림 

모드 중에는 로그인하는 동안 사용자에게 정품 인증 미리 알림이 표시되고 알림 센터에도 알림이 

표시됩니다. 

 

조직에서 MAK 키를 사용하여 대부분의 컴퓨터의 정품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MAK 정품 인증 수가 

구매한 라이선스 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개수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며, 추가 정품 인증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MAK 정품 인증 한도를 늘리려면 Microsoft 정품 인증 센터에 문의하세요. 

 

Microsoft에서는 각 MAK와 연결할 정품 인증 수를 결정하기 위해 구매한 라이선스, 고객의 구매 

가격 등급, 볼륨 라이선스 프로그램 등 몇 가지 요소를 확인했습니다. 

 

Open License 고객의 경우 보유한 라이선스 수를 확인한 후 일반적으로 정품 인증을 다시 정품 인증 

및 가상 컴퓨터 라이선스 권한과 같은 시나리오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MAK 정품 인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25개의 라이선스를 구매한 경우 

해당 MAK에 대해 50개의 정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lect, 기업계약, 캠퍼스 계약, 학교 계약 및 SPLA(Services Provider License Agreement)의 경우 

가격 등급(A, B, C, D)을 확인한 후 등급당 구매한 일반적인 라이선스 수에 따라 등급별로 특정 

개수의 정품 인증을 제공합니다. 또한 Microsoft는 KMS가 기본 정품 인증 방법이라는 사실을 

고려합니다. 

 

https://www.microsoft.com/ko-kr/licensing/existing-customer/activation-center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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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라이선스 키를 사용하여 이미지로 다시 설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요? 

예. 이미지로 다시 설치 권한은 모든 Microsoft 볼륨 라이선스 고객에게 부여됩니다. 이러한 권한에 

따라 고객은 볼륨 라이선스 미디어에서 생성된 복사본이 원래 라이선스 제품과 동일한 경우 볼륨 

라이선스 계약에서 제공된 미디어를 사용하여 OEM(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또는 풀 패키지 제품 

라이선스 복사본을 이미지로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볼륨 라이선스 고객은 제품 키 페이지에서 필요한 볼륨 라이선스 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품 인증 

콜 센터를 통해 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Open License 고객의 경우 제품 미디어에 대한 액세스 

권한 및 키를 받으려면 이미지로 다시 설치할 제품을 한 단위 이상 구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로 다시 설치에 대한 상업용 라이선스 요약을 참조하세요. 

 

KMS 대신 MAK를 사용하여 Windows 7 Professional을 이미지로 다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MAK와 연결된 정품 인증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Windows 7 MAK와 연결된 정품 인증 수를 확인(제품 키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Windows 7용 

Windows 자동 설치 키트의 일부인 VAMT(볼륨 정품 인증 관리 도구)했으면 추가 정품 인증이 

필요한 경우 정품 인증 콜 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Small Business Server 2011에 어떤 키를 사용해야 하나요? 

Windows Small Business Server 2011 릴리스의 경우 VLSC에서 볼륨 라이선스 고객용 MAK(복수 

정품 인증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K 키를 사용하면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Microsoft 호스트 

정품 인증 서비스와 함께 정품 인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볼륨 라이선스 고객은 VLSC 제품 키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정품 인증 콜 센터에 연락하여 자신의 키를 찾을 수 있습니다. 

• Windows Small Business Server 2011 Standard에는 Win SBS Std/Essentials 2011 MAK가 

사용됩니다. 

• Windows Small Business Server 2011 Essentials에는 Win SBS Std/Essentials 2011 MAK가 

사용됩니다. 

• Windows Small Business Server 2011 Premium Add-on에는 Windows Server 2008 R2 MAK 

B가 사용됩니다. 

Small Business Server 2011은 KMS(키 관리 서버) 클라이언트로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또 다른 

유형의 볼륨 라이선스 키인 KMS는 Small Business Server 2011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MAK를 

사용하려면 고객이 MAK를 설치하여 자신의 KMS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MAK 정품 인증 

https://www.microsoft.com/ko-kr/licensing/existing-customer/activation-centers.aspx
https://www.microsoft.com/ko-kr/licensing/existing-customer/activation-centers.aspx
http://download.microsoft.com/download/3/D/4/3D42BDC2-6725-4B29-B75A-A5B04179958B/Reimaging.pdf
http://www.microsoft.com/downloads/details.aspx?familyid=696DD665-9F76-4177-A811-39C26D3B3B34&displaylang=en
http://www.microsoft.com/downloads/details.aspx?familyid=696DD665-9F76-4177-A811-39C26D3B3B34&displaylang=en
https://docs.microsoft.com/en-us/windows/deployment/volume-activation/use-the-volume-activation-management-tool-client
https://www.microsoft.com/ko-kr/licensing/existing-customer/activation-centers.aspx
https://www.microsoft.com/ko-kr/licensing/existing-customer/activation-centers.aspx
http://technet.microsoft.com/en-us/library/ff793424.aspx
http://technet.microsoft.com/en-us/library/ff793424.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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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로 변환해야 합니다. 운영 체제를 설치하는 동안 또는 설치한 후 언제든지 MAK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볼륨 정품 인증 및 MAK 키에 대한 자세한 정보 보기 

 

Small Business Server 2011 Standard용 미디어는 파일 크기가 크기 때문에 VLSC에서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실제 미디어를 구입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VLS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그레이드 권한 정보: Windows Small Business Server 2008은 실제 미디어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 키는 해당 미디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Windows Small Business Server 2008 CAL에는 

정품 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SBS 2003으로 다운그레이드하려면 SBS 2003 CAL의 정품 인증을 위해 

해당 SBS 2003 CAL 키가 필요합니다. 

 

 

Microsoft는 이 자료를 단지 정보 목적으로 제공합니다. MICROSOFT는 이 문서에서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인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Software Assurance 혜택 자격은 제품 및 지역마다 다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Microsoft 볼륨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권한 및 의무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볼륨 라이선스 계약의 사용 약관을 참조해야 

합니다(2018년 6월 게시물). 

http://technet.microsoft.com/en-us/library/ff793424.aspx
https://docs.microsoft.com/en-us/windows/deployment/volume-activation/volume-activation-management-t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