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공공부문 라이선스 소개
Microsoft Office 조달 등록 현황
행망단가
(부가세 포함)

정부물품 목록번호
(G2B식별번호)

계약번호
(계약일자)

납품기한

Office Standard 2013, License

\348,920

43231513 (22524190)

Office Professional Plus 2013, License

\413,930

43231513 (22513923)

136054500
(2013/07/01 ~
2015/06/30)

발주 후
30일 이내

제품명

※ Office 2013은 Windows XP Service Pack 3 (Home, Professional) 이상부터 설치 가능한 제품입니다.
※ Office 2013, Windows 8 Pro Upgrade는 License 구입 시에 한하여 하위버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Windows XP Home, Windows Vista Home, Windows 7 Home으로 하위버전 사용 불가)
※ Office 2013 Package 구입 시에는 하위버전 사용이 불가합니다.

GA (Government Agreement) & GA Subscription 조달 등록 현황
행망단가
(부가세 포함)

정부물품분류번호
(G2B식별번호)

Microsoft, US/GA 2013, 신규계약

￦287,100

43231513(22593194)

Microsoft, US/GA 2013, 재계약

￦179,300

43231513(22593197)

Microsoft, US/GA 2013, 추가계약 2년차

￦367,200

43231513(22593196)

Microsoft, US/GA 2013, 추가계약 3년차

￦646,800

43231513(22593195)

Microsoft, US/Microsoft GA 2011(2/3년차전용)

￦227,000

43231513(22426243)

Microsoft, US/GA Subscription 2013

￦188,100

43231513(22572201)

Microsoft, US/GA Subscription 2013(2/3년차용)

￦188,100

43231513(22577519)

Microsoft, US/GA Subscription 2012(2/3년차용)

￦188,100

43231513(22572200)

제품명

계약기간

2014/12/12
~
2015/12/11

2014/10/10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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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솔루션 안내

공공부문 제품 안내

Government Agreement Subscription

‘연간 IT 예산 활용을 최소화하여 기관의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표준화하면서 자유롭게 CAL을 사용하고 싶다.’

GA (Government Agreement) Subscription은 최소 5대 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위한 라이선스로, 영구적인
라이선스 계약이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의 사용권한을 가지는 계약입니다. GA Subscription을 통해 PC 대수에 맞는
유연한 사용료 지불과 초기 도입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대

상 순수 정부기관 및 정부 투자기관

» 계약기간 매 1년 / 3회(3년 기준)
» 계약수량 5대 이상의 적격 디바이스에 대한 전사 옵션

GA Subscription 라이선스 구성 제품
주요 Server CAL

시스템 소프트웨어

Windows Server 2012 R2 CAL
System Center Configuration Manager 2012 R2 Client ML
Exchange Server 2013 Standard CAL
SharePoint Server 2013 Standard CAL
Lync Server 2013 Standard CAL
System Center Endpoint Protection
※CAL (Client Access License)
Client ML (Client Management License)

Windows 7/8 Pro (또는 Enterprise)
[Upgrade] (1)

업무용 소프트웨어
Office Professional Plus 2013

※ 계약기간 동안 SA (Software Assurance) 혜택으로 적용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업그레이드 조건 - Windows XP Professional, Windows Vista Business, Windows 7 Professional을 정품으로 실행중인 사용자만 업그레이드 가능

GA Subscription 라이선스의 특징
» 계약기간 동안 GA Subscription에 포함된 모든 제품의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SA (Software Assurance) 권한을 제공해 드립니다.
※ 하위 버전에 대한 사용권 포함
» 정부물품관리종합평가 업무 간소화가 가능합니다.
» 5대 이상의 적격 디바이스에 대한 라이선스 사용권입니다.

1년차
대금지불
GA Subscripsion 계약(1년차)

2년차
대금지불
GA Subscripsion 계약(2년차)

3년차
대금지불

계약 만료 시
계약 갱신
(30일 이내)

GA Subscripsion 계약(3년차)

GA Subscription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별구매 대비 약 80%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Government
Agreement
Subscription

21%

Government
Agreement

개별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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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00%

Government Agreement

“3년간 기관 전체 PC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분할 납부하고 최신 소프트웨어 버전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싶다.”

GA (Government Agreement) 라이선스는 최소 5대 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모든 PC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소프트 Desktop Software와 주요 Server CAL을 디바이스 당 연간 고정단가로 지불하는 방식의 라이선스
프로그램입니다.
»대

상 순수 정부기관 및 정부 투자기관

» 계약기간 매 1년 / 3회(매년 기준)
» 계약수량 5대 이상의 적격 디바이스에 대한 전사 옵션

GA 라이선스 구성 제품
주요 Server CAL

시스템 소프트웨어

Windows Server 2012 R2 CAL
System Center Configuration Manager 2012 R2 Client ML
Exchange Server 2013 Standard CAL
SharePoint Server 2013 Standard CAL
Lync Server 2013 Standard CAL
System Center Endpoint Protection
※CAL (Client Access License)
Client ML (Client Management License)

Windows 7/8 Pro (또는 Enterprise)
[Upgrade] (1)

업무용 소프트웨어
Office Professional Plus 2013

※ 계약기간 동안 SA (Software Assurance) 혜택으로 적용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업그레이드 조건 - Windows XP Professional, Windows Vista Business, Windows 7 Professional을 정품으로 실행중인 사용자만 업그레이드 가능

GA 라이선스의 특징
» 계약기간 동안 GA 라이선스에 포함된 모든 제품의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SA (Software Assurance) 권한을 제공해 드립니다.
※ 하위 버전에 대한 사용권 포함
» 정부물품관리종합평가 업무 간소화가 가능합니다.
» 5대 이상의 적격 디바이스에 대한 라이선스 사용권입니다.

1년차
대금지불
GA 계약(1년차)

2년차
대금지불
GA 계약(2년차)

3년차
대금지불

계약 만료 시
SA 재계약
(30일 이내)

GA 계약(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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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솔루션 안내

공공부문 제품 안내

GA와 GA Subscription 비교

구 분

GA Subscription

GA

제품구성

•Windows 7/8 Pro (또는 Enterprise) [Upgrade](1)
•Office Professional Plus 2013
•주요 Server CAL
- Windows Server 2012 CAL
- System Center Configuration Manager 2012 R2 Client ML
- Exchange Server 2013 Standard CAL
- SharePoint Server 2013 Standard CAL
- Lync Server 2013 Standard CAL
- System Center Endpoint Protection
※ CAL (Client Access License)
Client ML (Client Management License)

도입비용

개별구매금액 대비
21% 수준

개별구매금액 대비
33% 수준

계약조건

3년간 5user 이상

3년간 5user 이상

추가계약

계약기간 내 적격 디바이스
증감분은 다음해 계약시 반영
(2~3년차 계약)

계약기간 내 적격 디바이스
증감분은 다음해 계약시 반영
(2년차 / 3년차 추가 계약)

증가된 적격 디바이스에 대해
즉시 구매

소프트웨어 표준화 용이

표준화 어려움

업그레이드

계약기간 내 최신 소프트웨어 버전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권한 부여

신버전 필요 시 추가 구매
(업그레이드 없음)

추가지원(2)

Microsoft Office 사용자 교육지원
Microsoft 최신 기술 도입 지원

없음

CAL 사용으로 인한 높은 확장성
Home Use Program으로 재택 사용 가능(3)
데스크톱 가상화 구현 시 Windows 라이선스의 추가 구매 불필요

데스크톱 가상화 구현 시
VDA (1년 사용권) 추가 구매

표준화

기타

※ (1) 업그레이드 조건 - Windows XP Professional, Windows Vista Business, Windows 7 Professional 을 정품으로
실행중인 사용자만 업그레이드 가능
※ (2) SA (Software Assurance)를 통해 지원
※ (3) Home Use Program의 경우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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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 GA Subscription 도입 효과

GA / GA Subscription의 필요성
▧ 기존 분산된 구매 방식의 문제점
- 각 부서, 단위기관이 개별적으로 소프트웨어
구매 진행
- 구입 라이선스 형태(FPP, MOLP,
SELECT 등)와 버전의 다양화

- 요구가 발생할 때마다 예산 승인 및 취득,
견적, 발주, 검수 등 구매 업무 반복
- 개별적인 라이선스에 대한 자산 관리 업무
증가

- 정확한 라이선스 자산관리 대장 작성 및 유지의
어려움(라이선스 수, 라이선스 형태, 버전 등)
- 기관에서 라이선스 관리가 어려워 의도하지
않은 불법 사용의 위험성 존재

▧ 구매 및 관리의 효율화

- 표준화되지 않은 시스템 상에서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개발 비용 증가
- 표준화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인한 유지보수 등
관리 비용 증가

- 각 부서 및 사용자별로 상이한 종류의
소프트웨어 버전 및 라이선스를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자 교육 및 기술 지원 비용 증가

GA /
GA Subscription
도입 효과

- 통합 라이선스 관리에 기초한 자산관리
업무의 간소화

- 연간 고정단가 계약에 의한 구매 단순화

소프트웨어
도입 업무 증대에
따른 업무 확대

- 확정 예산 편성 및 활용으로 관리 비용
절감

- 정품 사용기관의 신인도 제고
AP 관련 비용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법적
위험 감소

GA / GA
Subscription
도입 시

▧ 표준화되지 않은 시스템의 문제점

- 사용자간 업무 플랫폼의 비표준화로 인한
비효율적인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대두

- 최신 소프트웨어 버전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 권한

라이선스
관리 비용 증가

업무 생산성
저하

시스템 개발 /
관리 비용 증가

교육 및
지원 비용 증가

- 표준화된 플랫폼 및 최신 소프트웨어
도입으로 인한 시스템 표준화
- 원활한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표준화된 시스템 관리에 기초한
비용 절감
- SCCM 도입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체계 구축

- 최종사용자 지원, 교육 프로세스와 툴의
표준화
- 사용자 지원 비용 절감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 절감

- 라이선싱에 대한 최저 수준의 도입 비용과 가격 인상으로부터 보호
- 비용 지출에 대한 예측 가능

시스템 표준화 및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

- 제품 기반의 표준화로 인한 데스크톱 환경의 통일성 유지
- 신기술에 대한 가용성 향상
-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IT 운영 비용 절감

- 유지보수 비용 절감
- 교육 비용 절감

자산관리의 편의성 및
기관 이미지 제고

- 자산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생산성 향상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기관 이미지 실추 위험 제거

Microsoft 공공부문 라이선스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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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솔루션 안내

공공부문 제품 안내

GA / GA Subscription의 단계별 혜택

구 분

계약(1년차)

라이선스
정보 레터

계약(2년차)

●

●

교육지원

Microsoft 교육 바우처 구매 수량별 증정
테크그룹 방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프리미엄
기술지원

Microsoft 고객지원센터 (1577-9700)
테크그룹 기술지원 HOT LINE (080-856-0101) 상시운영

정기 세미나

PoC 제안 및
구축 서비스
Software
Assurance 혜택

계약만료
1개월 전

계약(3년차)

●

●

●

●

●

●

Microsoft 고객지원센터 (1577-9700)
테크그룹 기술지원 HOT LINE (080-856-0101) 상시운영

계약기간 중 활성화

GA / GA Subscription의 주요 혜택
최신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전문 파트너를 통한 무상 교육

기술지원 서비스

GA 및 GA Subscription은 계약기간 중에 출시되는 최신 소프트웨어로의 업그레이드 권한이
포함되어 최신 버전의 Windows와 Office로 언제든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전문교육 강사를 통해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e-Learning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최신 기술을 학습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기술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기술 자료와 리소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라이선스 관리의 모든 것. VLSC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가치 더하기 VLSC (Volume License Service Center)
http://www.microsoft.com/ko-kr/licensing

GA 및 GA Subscription은 Microsoft Volume License Service Center (VLSC)를 통해 간편하게 라이선스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VLSC는 웹 기반의 라이선스 관리 서비스로 현재 보유 중인 라이선스 정보 확인, 다운로드, 키 확인,
Software Assurance 혜택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8

» Microsoft 공공부문 제품 및 라이선스 가이드 2015

Software Assurance 혜택

소프트웨어 구매, 그 이상의 가치
SA (Software Assurance)는 제품 업그레이드 권한을 통해 사용기관의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SA는 소프트웨어 관리의 각 단계에 따라 사용기관이 IT 관련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프로그램입니다.

▧ Software Assurance
» 소프트웨어 관리 주기의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업무 리소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PLAN

DEPLOY

- 신제품 사용권한
- 설치 및 배포 계획 서비스
- 대금 분할 납부

USE
- 신제품 사용권한
- 연중무휴 문제 해결 지원
- MDOP (Microsoft Desktop
Optimization Pack)
- 트레이닝 바우처
- e-Learning
- Home Use Program

PLAN

DEPLOY

USE

- 설치 및 배포 계획 서비스
- 연중무휴 문제 해결 지원
- Windows Virtual Desktop
Access
- Microsoft Office
로밍 사용권한
- MDOP (Microsoft Desktop
Optimization Pack)
- Windows 8 Enterprise
- 트레이닝 바우처
- e-Learning
- Home Use Program
- Software Assurance를 통한
TechNet 혜택

Software Assurance는 계획(Plan), 설치(Deploy), 사용(Use) 등 소프트웨어 관리 주기의 각 단계마다 사용자의 IT 업무를 위한
유용한 리소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설치 계획, 교육, 제품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하고 유용한 혜택은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기관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Microsoft 공공부문 라이선스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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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솔루션 안내

공공부문 제품 안내

GOLP (Government Open License Program)

GOLP는 공공기관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 및 기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프로그램입니다. 볼륨 할인이 적용되어 소매(FPP)
또는 일반기업용 제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 특화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 라이선스와 기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비용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GOLP는 공공기관의 비용 절감을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대

상 순수 정부기관 및 정부 투자기관

» 계약수량 5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추가주문 GOLP 계약기간 중 추가 주문은 수량에 관계없이 1개의 라이선스도 가능

GOLP 적용 제품군

서버 제품군

Windows Server 2012 R2
Microsoft Exchange Server 2013
Microsoft SharePoint Server 2013
Microsoft SQL Server 2014
Microsoft System Center 2012 R2

생산성 도구

Office Visio 2013
Office Project 2013

개발 도구

Microsoft Visual Studio 2013

GOLP의 혜택
Microsoft 고객지원

교육지원

1577-9700

GOLP
서버 제품군

Government Open License Program

테크그룹 기술지원 HOT LINE

080-85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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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사이트 지원

공공부문 조달등록 제품 FAQ

Q. 패키지 제품과 볼륨 라이선스 제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FPP 또는 OEM (COEM 포함) 형태로 구매하게 되는 패키지 라이선스 제품은 1개 단위로 구매하는 제품입니다. 1개부터 원하는
수량만큼 임의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키지 라이선스 제품에는 프로그램 설치용 CD와 설치 가이드가 포함되며, 패키지 제품
케이스 안쪽에 Product-Key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반면, 볼륨 라이선스 제품은 최소 5user 이상부터 구매가 가능하며 패키지 라이선스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볼륨 라이선스 제품은 패키지 라이선스 제품과 달리 인증번호와 라이선스 번호가 부여되며 제품에 대한
사용 권한이 주어집니다. 볼륨 라이선스 제품용 Product-Key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선스 관리 사이트인 VLS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스 관리 웹 사이트 VLSC : https://www.microsoft.com/licensing/servicecenter

Q. 볼륨 라이선스 제품 중 ‘5user 이상’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A. 계약하는 제품의 수량이 최소 5개 이상일 때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수량이 4개 이하일 경우에는
패키지 라이선스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Q. Microsoft Office Excel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까?
A. Microsoft Office Excel은 조달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할 수 없으며, 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Plus 2013(또는
Standard 2013)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Q. Microsoft Office Standard 2013과 Professional Plus 2013 제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Microsoft Office Standard 2013과 Professional Plus 2013은 구성 소프트웨어에 차이가 있습니다. Standard는 기본적인 업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Professional Plus 2013은 데이터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등에 더욱 확대된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에디션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Microsoft Office Standard 2013

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Plus 2013

Word 2013, Excel 2013, PowerPoint 2013, OneNote 2013,
Outlook 2013, Publisher 2013
Microsoft Office Standard 2013 + Access 2013, InfoPath 2013,
Lync 2013

Q. GA Subscription 라이선스를 통해 Microsoft Office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Office 2010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A.

GA Subscription 라이선스를 통해 Office 제품을 사용할 경우 현재 보유하고 계신 제품의 하위 버전에 대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Office Professional Plus 2013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 2007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패키지 제품의 CD와 Product-Key를 사용하여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A. 패키지 라이선스 제품은 오직 1대의 PC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일, 특정 PC에 설치한 다음 다시 다른 PC에 설치하게 되면
제품인증이 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Microsoft Office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설치용 CD에 Product-Key가 없습니다.
A. 볼륨 라이선스 제품의 경우 설치용 CD에 별도의 Product-Key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총판인 테크그룹에서 보내드린
구매 확인서를 참조하시면 ‘라이선스 번호’와 ‘인증번호’가 있습니다. 이 2개의 번호를 가지고 VLS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온라인 상에서 Product-Key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지원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스 관리 웹 사이트: https://www.microsoft.com/licensing/servicecenter
-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지원센터: 1577-9700(수신자 부담)

Q. Windows 8 Pro [Upgrade] 제품을 구매했는데,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PC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A. Windows 8 Pro [Upgrade] 제품은 이전 Windows 버전이 PC에 설치되어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하며, 이전 Windows가 있더라도
상이한 에디션(ex. Windows Home)인 경우에는 설치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치되어 있지 않은 PC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Windows 8 Pro [처음 사용자용]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Windows 8 Pro [처음 사용자용]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의 리셀러 및 대리점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Microsoft 공공부문 라이선스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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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솔루션 안내

공공부문 제품 안내

올바른 소프트웨어 도입 및 관리 방법

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한 4가지 체크 포인트
셋, 편리한 라이선스 입증

하나, 중복구매 방지
정부 연간계약(GA/GAS)을 체결 중인 기관이나
해당 서버 CAL 라이선스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FPP, OEM 제품(예: 1서버 + 5CAL) 등을
구매할 경우, 불필요한 중복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계약 유무 또는 라이선스 보유 수량을 확인하여
볼륨 라이선스로 구매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한

보유한 라이선스 입증을 위해서는
OEM 라이선스의 경우 COA(정품인증레이블)와
하드웨어 주문서가 반드시 필요한 반면,
볼륨 라이선스는 계약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라이선스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OEM 라이선스는
사용 도중 분실 및 사고로 인해 라이선스 증서가
손상되었다면 새로운 라이선스를 구매해야만 합니다.

4가지
체크 포인트

둘, 추가권한 제공
OEM 라이선스는 하드웨어 고장 및 교체 시
새로운 기기에 재설치할 수 없으며 이전 기기와 함께
소멸됩니다. 반면 FPP 제품은 다운그레이드 버전에
제한이 있습니다. 라이선스 재할당이 가능하고
버전에 상관없이 다운그레이드가 가능한
볼륨 라이선스 구매를 권장해 드립니다.

넷, 제조사 기술지원
OEM 라이선스의 경우 소프트웨어 제조사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제조사의 직접적 기술지원은
볼륨 라이선스 구매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PC는 가능한 동일한 제품(동일한 제조사)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각 제조사마다 OEM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제품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리하거나 향후 추가적으로 구매 또는 업그레이드를 할 때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선정합니다.

2단계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배정하고, 그들에게 권한과 의무를 주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적발된 사항에 대한 책임규정을 정합니다.

3단계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조사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점검계획을
알리고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둘째는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후자의 경우 평소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대장 작성 및 각종 계약서의 체계적인 보관이 필요합니다.

4단계

소프트웨어는 기관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산을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관리대상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는 증빙자료(설치 CD, 계약서, 각종 증빙 문서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복제는 정품을 구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지만,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홀 및 분실 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실태조사와 결과분석을 통해 부족한 수량은 바로 구입합니다.

5단계

정품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기관 내의 정확한 수요 분석과 필요한 제품
파악을 통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가능한 빨리 구입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장의 올바른 의식과 실천에 있습니다.

6단계

12

책임자들이 적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사용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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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자산관리의 필요성

소프트웨어 자산관리(SAM: Software Asset Management)는 기관이 보유한 소프트웨어 자산을 라이프사이클 전 단계에 걸쳐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 및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약 조건에 대한 분석과 구매, 사용 현황 조사, 소프트웨어 배포 및 관련
지원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통해 기관에서는 비용 절감과 동시에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의
필요성과 효과는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이미 증명되었으며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비용을 절감하고 법적인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든 기관이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TCO 절감
세계적인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 그룹에 의하면 소프트웨어가 전체 IT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약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는 기관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TCO 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현재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정확히 파악하여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해져
불필요한 비용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는 제공업체와의 관계에서 데이터에 기인한 비용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며,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허가 받지 않은 프로그램들로 인한 바이러스와 보안 상의 심각한 문제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시스템
및 인력 손실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소요 비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유지, 분배, 관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절감하여 운영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대외 이미지 향상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를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지적 재산을 보호하려는 기관의 의지와 이어져 투명하고 깨끗한
기관의 이미지를 부여해 드립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따른 법적 위험성 제거
[저작권법 제41조]는 업무상 불법 복제에 따른 법적 책임을 사용자는 물론 해당 사용자가 속한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한 법적 처벌은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는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국제사회에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노력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으며, 지적 재산권 문제는 때로 국제적 분쟁과 다른 통상 현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등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더 이상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특히, FTA 등 시장개방이 가속화 되면서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지적 재산권 준수를 위해 올바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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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스 로드맵

오늘날 IT 업무환경은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식(On-Premise)과 외부자원 및 서비스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방식(Private Cloud, Public Cloud)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용자의 데스크톱 환경에서 업무용 솔루션
그리고 인프라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습니다.
Windows Server 제품을 통해 사설 클라우드(Private Cloud)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나아가 Microsoft Azure(서버),
Microsoft Intune(운영체제), Office 365(업무생산성 어플리케이션) 등의 공용 클라우드(Public Cloud)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설 클라우드는 이미 비용효율성, 관리 편의성, 업무생산성 등 모든 면에서 전통적인 인프라 환경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단기간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장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고려한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IT 업무환경은 다양해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사용기관의 업무 또는 대민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온-프레미스, 사설
클라우드, 공용 클라우드 방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IT 업무환경과 소프트웨어 도입방식의 변화에 따른 최적의 제품 및 솔루션, 서비스를 각각의 단계별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여전히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IT 환경의 변화와 소프트웨어 도입방식의 변화

Microsoft Azure

가입
(Subscription)

Microsoft Intune

Office 365

도입방식의 변화

Dynamics CRM Online

Windows Server 2012 R2
볼륨 라이선스 계약
제품 라이선스 구매
또는 가입
(Subscription)

SQL Server 2014
Windows 8

System Center

Office

Visual Studio 2013
Dynamics CRM
SharePoint 2013
Exchange 2013
Lync

On-Premise

Private Cloud

IT 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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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oud

데스크톱 운영체제 /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

데스크톱 운영체제
로컬 및 원격으로 운영체제에 액세스하거나 운영체제를
사용할 각 장치별로 라이선스를 구비해야 합니다. GA 또는
GA Subscription 등 볼륨 라이선스를 통해 제공되는
라이선스는 사용기관에서 기존 데스크톱 운영체제를 보유한
경우에 한해 제공되는 업그레이드 라이선스입니다.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PC에는 Windows 8
[처음 사용자용] 또는 GGWA를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SA (Software Assurance)를 통해 Windows 8 Enterpris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SA 보증기간 동안 해당 장치에
추가로 최대 4개의 운영체제 환경 또는 인스턴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Windows 8
Enterprise

Windows 8
Pro

Windows 7
Enterprise

Windows
Vista
Enterprise

가상 시스템

가상 시스템

가상 시스템

가상 시스템

Windows 8
Enterprise
※ SA를 통해 최대 4개의 운영체제 환경 또는 인스턴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하드웨어 운영체제는 Windows 8 Enterprise를
사용해야 하며 가상 시스템은 버전, 에디션에 상관없이 운용
가능합니다.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
로컬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각 장치별로 라이선스를
구비해야 합니다. 사본과 이전 버전을 수량의 제한 없이 해당
장치 또는 해당 장치의 사용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장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본은 호스트 운영체제 또는
가상 하드웨어 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가 허여된 제품
Office Professional Plus
2013

Office
Professional
Plus 2007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
Office
Professional
Plus 2013

※ 라이선스가 허여된 장치에 사본을 두 개 이상 설치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가 허여된 제품
Office Professional Plus 2013

Office Professional Plus
2013이 설치된 Server
엑세스 허용

라이선스가 허여된 제품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

엑세스 불가
라이선스가 허여된 제품
Office Standard 2013
엑세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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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서버 소프트웨어는 서버 라이선스와 CAL 또는 Client ML이 필요합니다. 서버에 접근하는 사용자가 아래와 같이 외부 사용자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External Connector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CAL (Client Access License) & Client ML (Client Management License)
CAL과 Client ML은 사용자가 서버에 정상적으로 접속하여 기능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이며, 올바른
서버 사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라이선스입니다.
PC

Server

CAL

Windows 8
Office

Windows Server
SQL Server

마이크로소프트 Server 시스템 구성과 CAL, Client ML
Exchange Server

Exchange Server CAL

System Center

System Center Client ML

SharePoint Server

SharePoint Server CAL

Lync Server

Lync Server CAL

SQL Server

SQL Server CAL

Windows Server

Windows Server CAL

외부 접속 권한 라이선스 : External Connector
External Connector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Server 제품군과 외부 사용자 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Server

External
Connector

※ 외부 사용자(External User)란?
서버 소프트웨어 사용기관의
내부 사용자(기관원)를 제외한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Windows Server
SQL Server

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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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

CAL

서버

마이크로소프트 Server CAL 라이선스의 이해
Server CAL (Client Access License)이란?
CAL은 사용자에게 서버 서비스의 접속 권한을 제공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적격장치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파일 및 인쇄 공유
등과 같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려면 네트워크 서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서버 소프트웨어의 서비스를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CAL (Client Access License) 또는 Client ML (Client Management License)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Server CAL 사용 예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민 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시 웹 서버, DB 서버, 게시판 서버를 각각
1대씩 별도로 운영할 경우(내부 사용자 110명)
· Windows Server 3copies
· External Connector 3copies
· SQL Server Core License 4copies (8core)
· Windows Server CAL 110copies

Solution Server
(4cpu 8core)
Windows Server CAL 10
copies

DB Server
(2cpu 8core)

Windows Server 1copy
Microsoft SQL Core
License 4copies
External Connector 1copy

BBS Server
(2cpu 8core)

Windows Server 1copy
External Connector 1copy

110 User 또는
110 Device

Windows
Server CAL 110 copies

Web Server
(2cpu 8core)

Windows Server 1copy
External Connector 1copy

Windows Server 2copies

RDP CAL 10 copies

10명의 사용자가 동일한 화면에서 특정 솔루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동시접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 Windows Server 2copies
· Windows Server CAL 10copies
· RDS (Remote Desktop Services) CAL 10copies

10 User 또는
10 Device

멀티 플렉싱 환경하에서 CAL
서버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직접 액세스하는 장치 또는 사용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배포하는 것을 멀티 플렉싱 또는 풀링이라고 합니다. 멀티플렉싱 또는 풀링의 경우도 서버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기 위해
필요한 CAL의 수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멀티플렉싱이나 풀링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연결된 각 장치 또는 사용자 별로 CAL이
필요하며 서버 소프트웨어에 간접적으로 액세스할 경우에도 CAL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Server CAL 버전
CAL에도 버전이 존재합니다. 액세스하는 서버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버전 또는 상위 버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Windows Server 2008
R2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구축하고 사용자가 적법하게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Windows Server 2008 R2 Server CAL 또는 Windows
Server 2012 Server CAL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CAL 및 External Connector 라이선스에서 서버 소프트웨어의 해당하는 버전(다운그레이드 권한에서 사용된 이전 버전 포함)이나
이전 버전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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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

최신 버전의 Windows Server 제품은 소규모 서버 가상화에서 대규모 사설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기능과 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 모델이 기존 버전에 비해 간소화 되었습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라이선스 모델
에디션

사용 환경

주요 기능 비교

고도로 가상화된 사설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무제한 가상 인스턴스
모든 기능

Standard

가상화 비중이 낮거나 또는
가상화를 이용하지 않는 환경

최대 2개의 가상 인스턴스
모든 기능

Essentials

최대 2개의 프로세서가 있는 서버를 운영하고
사용자수가 25명 이하인 소규모 기관

듀얼 프로세서 서버 지원
제한된 기능
최대 1개의 가상 인스턴스

단일 프로세서 서버를 운영하고
사용자수가 15명 이하인 소규모 기관

단일 프로세서 서버 지원
제한된 기능
가상화 기능 없음

Datacenter

Foundation

가상 머신(VM) 및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이동
가상화된 환경 또는 사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다양한 가상 머신,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관리도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확장, 이전, 관리 등 필요에 따라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실행할 때에 사용기관에서는 올바른 라이선스 권한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VMware vMotion 또는 System Center Virtual Machine Manager로 물리적 서버 사이에 가상 운영체제 환경(OSE)의
인스턴스를 이동할 경우 Windows Server 2012 R2 Datacenter는 서버 간에 인스턴스를 제한 없이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Windows Server 2012 R2 Standard는 해당 라이선스가 기존에 할당된 물리적 서버에 남아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물리적
서버에는 추가로 라이선스를 할당하여야 합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Standard

A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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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Server 2012 R2
Standard

B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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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Server 2012 R2
Datacenter

A Server

Windows Server 2012 R2
Datacenter

B Server

Windows Server 2012 R2
Datacenter

C Server

가상화 및 클라우드 관련 일반 라이선스 조항

타 가상화 플랫폼 위에 Windows 서버 기반 가상 머신(VM)이 운영 중일 경우
1. VMware나 Citrix의 XenServer 기반 가상화 환경에서 Windows Server를 가상 머신으로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인 환경과
동일하게 Windows Server 라이선스를 구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VMware 환경에서 Windows Server가 단 1대라도
가상 머신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Windows Server 라이선스를 구비해야 합니다. 데스크톱 역시 리눅스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VMware 등을 통해 Windows 운영체제를 가상 머신 상에서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적격장치 라이선스를 구비해야 합니다.
2. Windows Server 2012 R2 Datacenter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VMware나 Citrix 기반의 가상화 환경에 관계없이
Windows Server를 무제한 가상 머신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운그레이드 권한
가상화 환경의 가상 머신에서 실행되는 Windows Server는 버전(Windows Server 2012 R2, Windows Server 2008 R2,
Windows Server 2008 등)과 에디션(Datacenter, Standard 등)에 상관없이 모두 다운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클러스터를 통한 고가용성 구성 시(장애조치 라이선스 권한)
1. 가상화 환경에서 두 개의 물리적 호스트 서버를 클러스터로 구성한 후에 한쪽 호스트의 가상 머신은 Active, 다른 쪽 호스트의
가상 머신은 Passive로 하여 Windows Server 인스턴스를 구성하는 경우 양쪽 호스트의 가상 머신에 모두 Windows Server
라이선스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2. 이는 고가용성 뿐만 아니라 가상 머신의 이동성에 관한 문제로 V-Motion (Xen-Motion, Live Migration), HA, FT, DR 등에 모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가 VMware의 ESX 호스트를 사용하는 물리적인 서버 3대에 V-Motion을
활성화하고 가상 머신을 서버 팜 내에서 자유롭게 운용하고자 한다면, 1대의 물리적인 서버에 운영될 수 있는 최대 가상 머신의
수 만큼을 고려하여 Windows Server 라이선스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가상화 환경에서 Windows Server CAL (Client Access License)과
EC (External Connector)
1. Windows Server CAL (Client Access License) 버전
가상화 환경에서 하나의 물리적인 호스트 위에 여러 가상 머신들이 존재할 경우, 해당 가상 머신들에 설치된 Windows Server 중
반드시 최상위 버전을 기준으로 CAL을 보유해야 합니다(예: 가상 머신이 모두 Windows Server 2008에만 실행되고 있다면
CAL은 Windows Server CAL 2008 버전으로 충분하지만, 만일 해당 가상 머신들 중 하나라도 Windows Server 2012 R2
버전으로 구성된다면 CAL은 모두 Windows Server CAL 2012 R2 버전 이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2. EC (External Connector) 적용
EC는 물리적인 호스트에 대해서만 라이선스를 구비하면 되며, 개별 가상 머신 별로 독립적인 EC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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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서비스(Online Services)는 Microsoft Azure, Office 365, Microsoft Dynamics CRM Online,
Microsoft Intune 등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양한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나타내는 포괄적 용어입니다. 온라인 서비스는 가입을 통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 액세스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는 다음 세가지 라이선스 옵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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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가입 라이선스
(User Subscription License, USL) 또는
장치 가입 라이선스
(Device Subscription License, DSL)

사용자 가입 라이선스 또는 장치 가입 라이선스가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사용자 또는
장치별로 각각에 USL 또는 DSL을 획득해야 합니다.

서비스 가입 라이선스
(Service Subscription License, SSL)

서비스 가입 라이선스는 전체 조직의 온라인 서비스 사용에
적용됩니다. 서비스에 따라 USL, DSL 또는 추가
SL (Subscription License)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가입 라이선스
(Additional Subscription License)

추가 가입 라이선스는 경우에 따라 USL, DSL 및 SSL 대신
사용되거나 USL, DSL 및 SSL 외에 추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용 목적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몇 GB(기가바이트)의
스토리지와 같이 일정한 수치가 지정된 사용 장치에 적용되거나
외부 사용자가 액세스하는 단일 서버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가입 라이선스가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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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관련 대처 방법

Q. 불법 소프트웨어를 단속하는 방법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A.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점검용 프로그램으로 확인한 후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해 정품 확인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 또는 사이트 라이선스 계약서를 제시하거나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등으로 정품 구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라이선스(GA, GA Subscription)란 하나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정품임을 확인시켜 줄 자료가 없다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Q. 직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 했다면 사업주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A. 물론입니다. [저작권법 제141조]에 의해 프로그램을 복제한 당사자와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함께 처벌(벌금형)하는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단속을 통해 적발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A.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고 정품 구매의사 또는
정품 사용의지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 정품 구입 조건으로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정품 소프트웨어를 1개 구입하여 메인 컴퓨터에 설치하고 LAN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불법 복제에 해당합니까?

A.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저장한 후 LAN을 통해 구입한 수량보다 많은 수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복제권,
전송권)] 침해행위에 해당되며, 사전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LAN을 통하여 구입
수량 이하의 컴퓨터에서 사용한다면 적법한 사용에 해당됩니다.

Q.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불법 복제 단속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적법한가요?
A.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제시하고 단속을 요구한다면 이는 사법 당국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Q. 현재 단종되어 구매할 수가 없는 Windows 98 SE 같은 제품이 필요한데, 구입할 곳이 없어서 정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요?

A.

프로그램저작권자에게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해당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저작권]은 공표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되기 때문에 단종된 제품이라도 침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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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 IT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업무와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업무와 일상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등 첨단 모바일
장치를 활용하고, 클라우드와 같은 가상화된 PC 환경을 이용하는 등 최신 IT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제 민원인들은 친숙한 모바일 장치를 통해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싶어하며 기관의 Green IT와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증가하는 대민 서비스의 요구보다 보안 위험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피해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 2013년 3월 20일 주요 방송사와      
  금융기관의 내부 네트워크 모든
  PC 공격
· 업무 전산망 마비
· 약 32,000여 대 PC 감염

·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가트너 10대
  키워드에 연속 선정
· 유연하고 역동적이며 관리성이 높은
  표준화된 기술로 평가

· 국가정보원, 국가 공공기관 망 분리
  지침
· 물리적 또는 논리적 망 분리 필수

보안

망 분리

·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장치
  기반으로 모든 것에 접근
· BYOD (Bring Your Own Device)

클라우드

모바일

국가정보원에서는 공공기관의 안전한 보안환경 유지의 일환으로 망 분리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망 분리를 구현하는 데에는 비용,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각각 관리되는 기관의
PC들은 보안환경 구현 및 업무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정책으로 인한 기관들의 지방 이전
비율이 증가하면서 원거리 업무에 대한 대안 마련도 시급한 상태입니다.

물리적인 망 분리 어려움

PC 관리의 어려움

업데이트/
패치관리

구 버전 PC
운영체제
보안 취약

암호관리

공공기관 지방이전

Windows
XP
지원종료

지방
15%

수도권 85%

보안관리

지방
35%
중앙 통제

공공기관
이전 정책
시행 전

USB
드라이브 등
장치 제어

Agent
충돌

공공기관
이전 정책
시행 후
수도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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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위한 Microsoft 맞춤형 솔루션
공공기관의 논리적 망 분리와 통합 보안 관리, 그리고 스마트워크를 위한 Microsoft의 맞춤형 솔루션을 확인하십시오.
단독으로 또는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사용기관의 보안 및 업무 생산성 향상의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  Server 기반의 논리적 망 분리 방식
·  사용자별 개인화 가능
·  자원 효율성 및 비용 효율성 극대화
·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 보안 강화

논리적 망 분리
Microsoft VDl

통합 보안 관리
Active Directory

·  정책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통합관리
·  OS 배포, 소프트웨어 배포, 업데이트/패치 관리,
   자산관리 등 자동관리 시스템 구축
·  전자메일, 그룹웨어, 메신저, 데이터베이스,
   RAS, VPN 등 시스템 통합관리

사용기관
스마트워크
Lync

·  친숙한 Office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환경
·  화상 및 오디오 회의 지원
·  전화 통신
·  인스턴트 메시징, 그룹 채팅, 웹 회의 지원
·  음성메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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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망 분리 솔루션

지난 2013년 3월 20일, 금융기관과 방송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MBR(부트섹터) 공격은 망 분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악의적인 외부 접근으로부터 기관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출발점은 바로 망 분리에 있습니다.
논리적 망 분리 솔루션은 이동식 매체를 통한 기관의 중요 정보 및 데이터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논리적 망 분리 솔루션을 구현하면 ▲모바일 장치를 이용한 업무 수행으로 생산성 향상 ▲중앙 집중화된 PC 환경으로
데스크톱의 관리 효율성 개선 ▲데이터 중앙화 ▲보안성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논리적 망 분리에 대한 요구 사항
보안/유지보수 관점

기관의 투자효율성 관점

•노후 운영체제 및 시스템 보안
   취약성 증가

영역

•보안이 강화된 지침 및 법령 준수

•IT 인프라 복잡도 및 다양성
   증가에 따른 통합 관리/운영 필요
•사용자 환경 통제 및
   어플리케이션 관리 효율성 저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향상

요구사항

•노후 시스템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리/운영비용의 효율화
•Green IT 측면에서의 전력
   효율화 요구

사용자 관점
•IT 장애 시 업무 중단 최소화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업무가 가능한
   환경 요구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강화된 보안 환경 구현

IT 자원의 최적화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

안정적이면서도 편리한
IT 환경 제공

논리적 망 분리 환경 구축을 통해 기존 PC 환경을 근본적으로 분리하여
▲보안 향상 ▲IT 비용 절감 ▲관리 및 운영 효율성 개선 ▲유연한 IT 환경 제공 실현

기대효과

Server 기반의 논리적인 망 분리 솔루션 Microsoft VDI의 주요 기능
A

D

B
E

Server 중앙 관리
& 사용자별 개인화
· 사용자별 개인화
  업무 환경 제공
· 사용자별 디스크
· 마법사를 통한
  간편한 배포

26

USB, Printer 등
다양한 장치 지원

C
F
자원 효율성 극대화

· 유연한 서버 사용
·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자원을 배분하여
  높은 성능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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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의 비용
최대의 성능
· DAS, NAS, SAN
  다양한 저장소 지원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능 보장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인 사용 보장
· 장애 발생 시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대규모 가상 머신도
  안정적으로 지원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 보안 강화

· 다양한 USB 장치 지원
  (USB Disk, Cam,
  Scanner 등)
· 인증서 기반 SSL 보안

논리적 망 분리 솔루션

Server 기반의 논리적 망 분리 Microsoft VDI 구축사례
사법부 소속의 A기관은 전산망 분리 구축사업을 통해 업무용 망과 인터넷 망을 분리 운영하여 보안강화 및 업무 관련 중요한
자료유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유연한 근무제 도입 등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워크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Server 기반의 망 분리
솔루션인 Microsoft VDI를 통해 사용자 3,500명을 대상으로 가상 PC를 제공하고 내부 PC는 물론 외부 PC나 모바일 장치에서도
망 분리 환경을 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Microsoft VDI를 통한 논리적 망 분리 구성도
VD Image
Storage

사용자 Data
Storage

Host Servers

VD 관리

Zero Client
Thin Client
Laptop
Desktop
Mobile

▧ 기대효과

효과적인 망 분리 환경 구성

모바일 오피스 제공

· 기존 업무용 PC를 인터넷 용도의 PC로 사용하고 업무 망에 접근이 불가하도록 변경
· 가상 PC에 접속한 상태에서 업무 시스템에 접속, 인터넷 영역과 업무 영역 분리

· Server 기반의 데스크톱 가상화 방식을 도입하여 사용자에게 배정된 가상 PC는 모바일
  장치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 가능

· 기존 업무 네트워크 접속 환경을 확장하여 자택에서도 업무 환경 이용 가능

재택 근무 환경 제공

보안성 향상

· 외부/내부 접속에 따라 실행 가능한 업무를 제어함으로써, 재택근무 시에도 중요 자료의   
  외부 유출 방지
· Server 기반의 데스크톱 가상화 방식으로 실제 데이터와 프로세스가 전산센터 내
  중앙 서버에서 처리되고 사용자 PC에는 업무용 자료가 저장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PC를
  통한 데이터 유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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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보안 관리 솔루션

PC 보안을 위해 다양한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지만 PC 운영체제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하는 솔루션은 찾기
어렵습니다. Microsoft는 운영체제 노하우를 바탕으로 PC 운영체제의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PC 통합관리
솔루션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Active Directory는 Windows Server 기술에 기반을 두고 정책 기반의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통합 관리환경을 제공합니다.

PC 보완 강화를 위한 단계별 방법
최신 운영체제 사용

•보안이 강화된 최신 버전의 운영체제 사용
•최신 버전의 Internet Explorer 사용

통합인증 및 접근관리

•Active Directory 가입
•사용자 인증 및 권한 부여를 위한 통합인증관리 인프라 필요
•허가된 사용자 및 컴퓨터만 자원에 접근 가능하도록 보안 및 설정 관리

데스크톱 통합보안 정책

•보안 및 구성 설정을 PC 역할별로 정책화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으로 보안정책 배포
•PC 및 사용자 보안설정 관리
•운용의 효율화

배포 및 복구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배포
  (어플리케이션 관리, 패치 관리, 표준운영체제 관리 등)
•피해 발생 시 빠른 복구를 통한 신속한 업무 정상화

데스크톱
보안강화

PC 통합관리(Active Directory)의 주요기능
주요기눙

상세기능
•통합 계정 저장소 및 동기화 :
   조직 내 사용자, 컴퓨터 계정 저장 및 정보 제공

통합 계정 관리

•통합 사용자 인증 및 권한 부여를 위한 기반 인프라 제공

통합인증
및
접근관리

•데스크톱 로그온(컴퓨터 및 사용자)을 통한 인증 강화

인증 및 접근 관리

•어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SSO 및 통합 인증 제공
•허가된 사용자/컴퓨터만 네트워크 접속 허용/
   인증서 기반의 네트워크 접속 제어

PC 보안 및 설정 관리

•정책 기반의 PC 보안 관리/보안 업데이트 자동화

구축절차 및 시스템 구성도
1

3

4

PC 배포 및 이행

중앙 정책 관리

Role 기반 접근 관리

•인사 DB의 사용자 및
   조직정보 연동을 통한
   계정 동기화

•PC 중앙 관리를 위한
   Active Directory 가입

•PC 중앙 관리를 위한 정책
   설정

•업무 그룹별 권한 관리

•보안정책, 계정정책 등을
   고려하여 클라이언트 PC
   분류

•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정책 설정

•Active Directory 단일 계정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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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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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패치 관리 정책 설정

•사용자 구분에 따른
   그룹정책 적용
•담당 업무 및 종류별 권한
   설정

통합 보안 관리 솔루션

통합 보안 관리 Active Directory 구축사례
전력 계열사인 B기관은 Active Directory를 통해 보안정책, 서버관리, 소프트웨어 배포 등을 중앙관리화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업무들을 시기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암호, 파일 공유 등의 보안 관련 사항을
정책화하여 중앙에서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 통합 보안 관리의 효과
Active Directory 도입 이전

Active Directory 도입 이후

· 파일 공유서버 사용

· PC의 통합관리 후 암호 정책 중앙 관리

· 보안 정책에 따라 파일서버 주기적 암호 변경

· 개인 PC 암호 및 파일 공유 서버 암호 정책 일괄 적용

· 암호 변경 후 모든 사용자에게 변경된 암호 전달

· 인사 DB 연동으로 입사/퇴사 등 인원변동 시
  자동으로 정책 반영

· 개인 PC 암호 변경 정책을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움

· SSO 연동으로 타 솔루션과의 단일 로그인 지원

보안정책

공유폴더

암호변경
인사DB

· 조직 정보 관리
· Group 정보 생성
· Group Membership 관리
· User 계정 관리
· Group 정보 관리
통합PC관리

변경암호
통보

· User
· OU
·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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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솔루션

스마트워크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사용자의 업무방식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워크는 업무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국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해 2015년까지 공공 50여 개, 민간 450여 개의 스마트워크 센터 구축 및 제도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 장소, 장치의 한계를 넘어...
클라우드 환경에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지원하고 표준 웹 환경(크로스 브라우징)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것은 스마트워크의 기본
사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마트워크는 단일 기술 또는 솔루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 공간, 기술이 조화를 이룬 업무 환경을
의미합니다. Microsoft Lync는 시간, 장소, 장치에 구애 받지 않고 협업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환경의 기틀을 마련해드립니다.

정부의 스마트워크 로드맵

2010
스마트워크센터
안전행정부 시범구축(2개소)
법령 / 제도 정비

스마트워크센터
전 중앙부처 확산(12개소)
부처별 담당관 도입

원격근무
지원시스템 구축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 위치선정
· 공간구성 모델 안 마련
· 시범 구축
· 구축재원 방안 마련

2015

2012

· 보안시스템 구축
· 협업시스템 구축
· 관리시스템 구축

스마트워크센터
공공 50개 · 민간 450개 구축
실적분석 및 성과평가

원격근무 운영절차
및 기준마련

원격근무 촉진 관련
법제도 정비

· 대상자 및 선정 세부기준 마련
· 신청, 승인 세부절차 마련
· 근태관리 및 근무보고
  기준 마련

· 인식제고 및 실천운동
  관련 법제도 정비
· 표준 운영 지침 안 마련

업무방식의 변화와 스마트워크의 필요성

30

과거

현재

현장중심의
신속한 업무처리

서류위주 탁상업무

현장중심 업무

원격협업을 통한
실시간 집단 지성

파티션 업무

전세계 전문가들과의 실시간 협업

일과 삶의 조화

육아, 장애, 고령자 취업 제한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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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솔루션

스마트워크를 위한 Microsoft Lync 구축사례
교통정책 관련 C기관은 국내외 각종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고 보급하는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각종 세미나와 자문회의 참석은 물론 잦은 보고와 회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Microsoft Lync는 회의 및 보고를 간소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단일화하는 아주 효과적이고 강력한 솔루션이었습니다. 기관은 Microsoft Lync를 통해 스마트워크는 물론 그린 IT까지
구현하였습니다.

▧ Microsoft Lync 주요 도입 범위

모바일, 태블릿, 패드류 등을 이용한
Lync 사용 및 SharePoint 문서 통합

스마트폰을 이용한 일정,
주소록, 메일 연동
Lync

PBX 연동을 통해
이동 시에도 업무생산성 유지

내부, 외부, 모바일에서의
동일한 업무환경 제공

▧ Microsoft 스마트워크 도입 효과
Microsoft Lync 도입 전

Microsoft Lync 도입 후

• 월 1회 각 부서장을 포함한 간부 등이 참석하여   
   부서별 실적 및 계획 보고 회의 진행
•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내부, 외부 심의위원의 참석 하에 연구책임자의
   자료를 가지고 과제를 점검하는 회의 진행
• 각종 세미나, 자문회의 개최
• 연구부서 과제수행 시 발주처 보고자료 작성
• 기관에서 외부로 발주하는 자문/위탁용역,
외부에서 발주 받아 수행하는 수탁과제 산출물 관리

• Lync의 Conference 기능을 활용하여 회의를 개최,
종이 사용을 줄이고 향후 외부 심사위원이
원격지에서 라이브미팅을 통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
•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내부, 외부 심의위원의 참석 하에 연구책임자의
   자료를 가지고 과제를 점검하는 회의 진행
• 각종 세미나, 자문회의 개최
• 연구부서 과제수행 시 발주처 보고자료 작성
• 기관에서 외부로 발주하는 자문/위탁용역,
외부에서 발주 받아 수행하는 수탁과제 산출물 관리

종이가 필요 없는
페이퍼리스 회의 환경 구축

최소한의 작업을 통한 임직원과
파일공유 및 협업 시스템 구축

시간, 장소에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모바일 통합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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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군 기술지원 종료일
제품명

출시일

일반지원 종료일

연장지원 종료일

Windows XP

2001-12-31

2009-04-14

2014-04-08

Windows Vista

2007-01-25

2012-04-10

Windows 7

2009-10-22

Windows 8

제품명

출시일

일반지원 종료일

연장지원 종료일

Windows Server 2003

2003-05-28

2010-07-13

2015-07-14

2017-04-11

Windows Server 2003 R2

2006-03-05

2010-07-13

2015-07-14

2015-01-13

2020-01-14

Windows Server 2008

2008-05-06

2015-01-13

2020-01-14

2012-10-30

2018-01-09

2023-01-10

Windows Server 2008 R2

2009-10-22

2015-01-13

2020-01-14

Office 2003

2003-11-17

2009-04-14

2014-04-08

Windows Server 2012

2012-10-30

2018-01-09

2023-01-10

Office 2007

2007-01-27

2012-10-09

2017-10-10

Windows Server 2012 R2

2013-11-25

2018-01-09

2023-01-10

Office 2010

2010-07-15

2015-10-13

2020-10-13

SQL Server 2000

2000-11-30

2008-04-08

2013-04-09

Office 2013

2013-01-09

2018-04-10

2023-04-11

SQL Server 2005

2006-01-14

2011-04-12

2016-04-12

SQL Server 2008

2008-11-06

2014-07-08

2019-07-09

SQL Server 2008 R2

2010-07-20

2014-07-08

2019-07-09

SQL Server 2012

2012-05-20

2017-07-11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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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Pr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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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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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38

Windows Server 2012 R2

40

Microsoft SQL Server 2014

42

Microsoft System Center 2012 R2

44

Microsoft SharePoint Server 2013

46

Microsoft Exchange Server 2013

47

Microsoft Lync Server 2013

48

Microsoft Yammer

49

생산성 향상 제품군

50

온라인 서비스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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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Pro 3

Surface Pro 3는 비즈니스 테블릿을 넘어 노트북을 완전히 대체하는 최적의 대민 서비스 환경을 구현해 드립니다.
최신 Windows 8.1 Pro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다양한 최신 앱은 물론 기존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려하면서도 내구성이 우수한 마그네슘 프레임 외관과 더욱 넓어진 12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Surface Pro 3는 798g에 불과한
무게, 탈부착이 가능한 키보드(타이핑 커버), 풀사이즈 USB를 비롯해 다양한 포트를 포함하고 있어 노트북의 모든 기능과 성능을
넘어 이동 사용자에게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화면크기

해상도

크기

배터리

프로세서

30.48cm (12인치)

2160 x 1440

29.2 x 20.1 x 0.9cm

최대 9시간
(웹브라우징)

최신 4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i3, i5, i7)

기존 IT 환경 통합
Surface Pro 3는 최신 데스크톱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있어 Office 전 제품군을 비롯한 각종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설치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기존 IT 서비스 및 인프라에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환경에 더욱 적합하도록 화면의 크기가 12인치로 확대되어 하나의 화면에서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하고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이동성
신속한 대민 서비스를 위해 Surface Pro 3는 최적의 이동성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외부 충격에 강한 마그네슘 합금을 사용하고 12인치 스크린을 탑재하고도 무게는
798g에 불과하며, USB 3.0 포트와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microSD 리더기 등을 활용해 다른
주변기기들을 쉽게 연결하여 업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업무 환경에서도 편안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각도 조절이 가능한 킥스탠드를 탑재하고 있으며,
실제 펜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수한 필기감을 가진 Surface 펜으로 업무 효율성을 배가 시킬 수 있습니다.

보안
최신 Windows 8.1 Pro를 탑재하여 사용자는 물론 관리자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고 편한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Windows Defender는 멜웨어 및 바이러스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며 BitLocker, TPM, UEFI, 보안 부팅 등의 기술로 기기 및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과 편의성

킥스탠드, 다양한 포트, 전용 키보드로
업무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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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최적화

Office를 비롯해 Windows 8.1 앱 및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IT 지원

Windows를 통해 기존 IT 환경에
바로 연결하여 즉시 업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Surface Pro 3

▧ Surface Pro 3 기술 사양
크기

11.5" x 7.93" x 0.36"  (292.1mm x 201.4mm x 9.1mm)

무게

1.76lbs (798g)

디스플레이

화면: 12" ClearType Full HD Plus
해상도: 2160 x 1440
가로/세로 비율: 3:2
터치: 멀티 터치

배터리 수명

최대 9 시간 웹 브라우징

저장용량2/메모리

64GB 또는 128GB 저장소(4GB RAM 포함)
256GB 또는 512GB 저장소(8GB RAM 포함)

프로세서

4세대 Intel® Core™ 프로세서 제품군(i3, i5, i7)
엔터프라이즈 보안용 TPM 칩

네트워크

무선: Wi-Fi 802.11ac/802.11 a/b/g/n
Bluetooth® 4.0 저에너지 기술

포트

풀사이즈 USB 3.0, microSD™ 포트, 헤드셋 잭, Mini 디스플레이 포트, 커버 포트

소프트웨어

Windows 8.1 Pro

보증

1년 하드웨어 보증

Microsoft 공공부문 제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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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8.1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 Windows 8이 한걸음 더 진화하여 Windows 8.1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최신 Windows 8.1 Pro 운영체제는 사용자 환경에 상관없이 어떠한 기기 및 상황에서도 최고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성능과 안정성을 보장해드립니다.
Windows 8.1 Pro는 Windows 8 사용자에게 더욱 강력하고 개선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Windows 7 사용자가
보다 손쉽게 새로운 운영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스크톱 부팅이 지원됩니다.

새로운 업무 방식
Windows 8.1 Pro는 Windows 8에서 개선된 성능 및 보안, 이동성을 기반으로 어떠한 기기와 사용자 환경에서도 놀라운
생산성 개선을 가져옵니다. Windows 8.1 Pro는 진정한 의미의 BYOD (Bring Your Own Device) 운영체제의 기준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포괄적인 클라우드 통합 기능을 구현해 사용자가 Windows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어떤 기기에서도 특정 파일 및
기기 설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친숙한 데스크톱과 라이브 타일
기존 Windows 사용자들에게 친숙한 데스크톱 환경으로 부팅하여 별도의 학습 과정없이 바로 업무에 적용이 가능하며, 터치 기반의
기기를 사용하거나 Windows 8 사용자라면 개선된 라이브 타일 메뉴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업무 환경에 따라 타일 메뉴와 데스크톱을 선택할 수 있어 더욱 쉽고 빠르게 파일을 이용하고 저장 및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앱과 Windows Store
터치 환경에 최적화된 Internet Explorer 11은 하드웨어 가속화 기능을 사용해 빠르고 안전한 브라우징 환경을 제공하며,
Skype 앱을 이용해 다른 장소에 있는 동료들과 화상 및 음성,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Windows Store에서 업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앱을 빠르게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컴퓨팅 환경
BitLocker, Trusted Boot, Windows Defender, 맬웨어 차단,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등 공공기관의 안전한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수준의 보안 기능을 기본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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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8.1

Windows 7
Pro

Windows 8 Windows 8.1
Pro
Pro 업데이트

작업 표시줄

작업 표시줄을 사용하여 데스크톱 앱과 최신 앱의 전환

●

●

●

테스트용 로드

Windows Store를 통하지 않고 Windows 8 앱 직접 설치

●

●

●

앱 고정

최신 앱을 익숙한 작업 표시줄에 고정

●

●

●

데스크톱으로 부팅

원하는 업무 방식 선택

●

●

●

자동 앱 업데이트

Windows Store 앱의 자동 업데이트

●

●

●

자동 백업

Microsoft 계정을 통해 각 장치들의 개인 설정 동기화

●

●

●

원격 데이터 제거

분실 및 도난 당한 기기의 데이터 제어를 통한 정보 보호

●

●

●

신뢰할 수 있는 부팅

바이러스와 맬웨어 차단을 통한 기기 및 데이터 보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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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fice는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장치와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멀티 터치
사용자 환경까지 고려한 개선된 인터페이스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Office Professional Plus 2013은 사용자가 자료를 작성하고 관리 및 분석,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롭고 강력한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이 새로운 도구들은 사용 기관과 사용자들에게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 환경을
제공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PC에서 또는 이동 중에 Office에 로그인하여 개인 설정과 최신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PC나 장치에서 파일을 다시
열어도 마지막 작업한 내용을 알려주어 중단했던 작업을 신속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자료를 SkyDrive에 저장하면
언제 어디서나 메모, 문서 및 그룹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간소화
새로운 공유 도구를 사용하여 Outlook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가져오고, SkyDrive의 문서 공유를 통해 사용자는 신속하게
정확한 내용을 회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Office 어플리케이션에서 공유 메뉴를 간편하게 설정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데이터를 더욱 완벽하게
전문가 수준의 서식 파일이 더 풍부해졌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사용자라도 아이디어와 데이터만 있으면 전문가 수준의
문서를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Office는 PDF, 이미지, 차트 등 문서 작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구나 간편하고 빠르게 제작하고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Office
Professional
Plus 2013

Office 365
Business

Office 365
ProPlus

●

●

●

●

●

●

전사적 어플리케이션 관리

●

●

직접 처리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

●

다중 디바이스 지원

●

●

           OneDrive 무제한 제공(업무용에 한함)

●

●

문서 및 설정 자동 동기화

●

●

Office Mobile App 사용 권한

●

●

항상 최신 버전 사용

●

●

조직 내 공유 컴퓨터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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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ice

정부3.0을 위한 Microsoft Office의 변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Word 2013을 사용하면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이 없어도 아래아한글 문서변환 도구를 이용해
   아래아한글 파일을 읽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위한
호환성 강화

•Word 2013으로 PDF 파일의 편집 및 저장이 가능합니다.

일 잘하는

•SharePoint와 Lync를 이용하면 쉽고 강력한 협업이 가능합니다.
   공유된 Office 문서는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편집하고,
   Lync를 통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정부를
위한
강력한 협업 기능

•외부 소스 데이터를 Excel 2013으로 가져와 고급 정보를 간단하게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편리한 빅데이터 환경을 제공합니다.

Offline모드 지원

사설 클라우드

•PowerPoint 2013의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이용하면
   웹 브라우저를 통한 실시간 클라우드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해집니다. Lync를 사용해 PowerPoint에서 바로 온라인
   모임을 구성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엑셀의 색조 및 스파크라인 기능을 활용하면 아무리 복잡한
   데이터 시트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문서의 안전한 보관 및 버전관리, 동기화,
   그리고 이를 통한 협업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동기화 폴더의 파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전환되면
   변경한 내용이 가동으로 동기화됩니다.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위한
간편한 작업 환경

PC설치 오피스

•기존 메뉴 이용은 물론 새로운 기기 환경에
   맞춰 터치 기반의 편리한 환경이
   제공됩니다.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새로운 사용환경을 통해 더욱 개선된 대민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웹 기반 오피스

•오피스 웹 앱스를 사용하면 온라인
   환경에서 Word, Excel, PowerPoint,
   OneNote 문서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정부를
위한
보안 기능 강화

•진화하는 APT 공격과 각종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보안기술
   적용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AD 기반 통합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편리한 통합 운영
   환경을 구현하며, DRM을 통해
   문서 보안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클라우드와 모바일 기기 환경에서
   단일 프로필기반 SSO와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GPO 기반 암호화 정책 배포(예시)
Active Directory
Domain Controller

그룹정책
Active Directory

Network

Office, 아래아 한글, PDF 파일 암호화

s
licie
Po
up
Gro

OA 사용자

사용자
도면 사용자

ISO

외주 개발자

도면 파일 암호화

개발 파일 암호화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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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Server 2012 R2

최초의 클라우드 서버 운영체제 Windows Server 2012 R2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의 모든 컴퓨팅
자원에 대한 가상화를 지원하며, 가장 효과적인 멀티테넌트 환경 구현을 위한 차세대 서버 운영 플랫폼입니다.
‘Microsoft Cloud OS’ 전략의 중심에 있는 Windows Server 2012 R2는 Microsoft의 운영체제 및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기술
노하우가 총 집약된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플랫폼/장소/장치에 상관 없이 최신
어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개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Windows Server 2012 R2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경우 친숙하고 일관성 있는 플랫폼 환경에서 기존
시스템 및 서비스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 투자를 보호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서버 가상화
(Server Virtualization)

· 예정된 유지보수로 인한 중단 시간 감소
·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의 원인 해결
· 서버,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고가용성 달성
· 효율성 증대 및 IT 비용 절감
· 단일 서버, 다중 서버 및 멀티 사이트 등
  모든 환경 지원

· 워크로드 가상화
· 사설 클라우드 구축
· 완벽한 기능과 비용 효율성을 갖춘
  가상화 플랫폼

서버 관리
(Server Management)

· 다중 서버 환경 통합
· Windows PowerShell
  3.0을 통한 종합적인   
  데이터센터 관리
· 기관 전체 네트워크의
  IP 주소 인프라 관리

스토리지 및 가용성
(Storage & Availability)

웹 및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Web & Application
Platform)

·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
  혹은 두 환경을 모두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환경에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
· IIS 8.0과 ASP.NET 4.5를
  통해 확장형 웹 어플리케이션
  호스팅 플랫폼 제공

네트워킹
(Networking)

· 사용자와 IT 리소스 간 원활한 연결
· 사설 클라우드의 효율적 관리
· 사설 클라우드와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 연계

원격 액세스
(Remote Access)

· 관리 시간 절감
· 배포 비용 절감
· 스토리지 및 대역폭 요건
  감소

인증 및 보안
(Identity & Security)

·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 데이터 액세스 방법에
  상관없이 민감한 데이터
  보호

가상화 이상의 진정한 클라우드 환경 구현
가상화 기반의 솔루션만으로는 사설 클라우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12 R2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기관원들의 IT 요구와 더욱 복잡해지는 대민 서비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설 클라우드 환경 구축이
가능합니다.

대용량 데이터센터를 위한 강력한 성능
Windows Server 2012 R2는 수많은 기관의 사례를 통해 검증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플랫폼으로서 대용량
워크로드를 위해 최고의 확장성을 보장하며 강력한 복구 옵션을 통해 서비스 중단에 따른 위험 요소를 차단합니다. 또한 이기종
환경의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위한 교차 플랫폼 기술을 활용, 최고 수준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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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편의성과 비용 효율성
Windows Server 2012 R2는 기관의 다양한 스토리지 및 네트워킹의 멀티테넌트 지원을 통해 광범위한 워크로드에 적용됩니다.
비용 효율적인 업계 표준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가의 여타 써드파티 솔루션을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각종 관리 도구를 포함하고 있어 IT 관리자들은 주요 워크로드를 간편하게 배포하고 관리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확장성
Windows Server 2012 R2는 뛰어난 유연성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웹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해 드립니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플랫폼 하에서 개방형 표준 및 오픈 소스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개발 언어 등을 활용하여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구축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권한 관리
Windows Server 2012 R2는 리소스에 대한 접근 관리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합니다. 기관에서는 Windows
Server 2012 R2를 이용해 데이터센터는 물론 클라우드에 대한 사용자 ID를 통합 관리하여 어플리케이션 및 리소스에 대한
원격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BYOD 등 새로운 업무환경 지원
Windows Server 2012 R2 기반의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하면 사용자들이 인프라, 네트워크, 기기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 모바일, BYOD 등 보다 유연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엄격한 정보 거버넌스 및
규정 준수를 바탕으로 높은 안정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Windows Server 2003 R2 기술지원 완전 종료!
Windows Server 2003 R2에 대한 기술지원이 종료되면 모든 보안 패치 및 핫픽스 제공이 중단되어 각종 보안 위협에
취약해지는 문제가 야기되며, 서버 워크로드 관리 및 지원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소중한 정보를 위해 지금 바로 최신 운영체제 환경으로의 업그레이드가 절실합니다.

보안 위협 증가

•보안 업데이트 중단 후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의적인 공격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중요
   데이터에 대한 유출 및 손상 가능성 확대
•운영체제 차원의 보안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백신 소프트웨어 도입으로는 한계가 있음

호환성 문제 대두
•각종 ISV 및 하드웨어 업체들이 Windows Server 2003 R2 기반의 제품에 대한 지원을
   종료함으로써 호환성 문제가 야기되어 기관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짐

기술지원의 어려움
•인프라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Microsoft의 기술지원을 제공받을 수 없어
   시스템 장애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어려움

비즈니스 위험요소 확대
•지원 종료, 지원 소프트웨어 부재, Windows Server 2003 R2 기반 장비의 노후화 등 연속된
   문제로 인해 시스템 장애 및 비즈니스 중단의 위험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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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SQL Server 2014

포괄적인 데이터 플랫폼의 핵심인 Microsoft SQL Server 2014는 기본 제공 인메모리 기술로 미션 크리티컬 업무 환경에서 최고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Excel과 같은 친숙한 도구를 이용해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으며, 온-프레미스 데이터센터에서
클라우드로 확장되는 솔루션의 개발 및 배포, 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현합니다.

최대 30배의 성능 개선
SQL Server 2014는 평균 10배, 최대 30배의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는 새로운 인메모리 OLTP 엔진을 탑재하여 공공기관의
미션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을 더욱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새로운 인메모리 Columnstore를
이용하면 기존 레거시 솔루션과 비교할 때 최대 100배의 쿼리 성능 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SQL Server 2014 에디션별 기능 비교

Enterprise

Business
Intelligence

Standard

OS 최대값

16 cores-DBOS
Max-AS&RS1

16개 코어

프로그래밍 기능(T-SQL, 데이터 형식, FileTable)

●

●

●

관리의 용이성(SQL Server Management Studio, 정책 기반 관리)

●

●

●

기본 고가용성2

●

●

●

기본 보안(업무 분리, 기본 감사)

●

●

●

기본 OLTP

●

●

●

기본 BI(보고, 분석, 다차원 의미 체계 모델, 데이터 마이닝)

●

●

●

기본 데이터 통합(기본 제공 데이터 커넥터, 디자이너 변환)

●

●

●

셀프서비스 BI (Alerting, Power View, Power Pivot for SharePoint
Server)

●

●

고급 BI(표 형식 BI 의미 체계 모델, 고급 분석 및 보고, 인메모리 분석
엔진, 고급 데이터 마이닝)

●

●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관리(데이터 품질 서비스, 마스터 데이터 서비스)

●

●

고급 데이터 통합(유사 항목 그룹화 및 조회, 변경 데이터 캡처)

●

고급 보안(SQL Server 감사, 투명한 데이터 암호화)

●

데이터 웨어하우징(업데이트 가능한 인메모리 Columnstore, 압축, 분할)

●

고급 고가용성(AlwaysOn, 여러 활성 보조 데이터베이스, 다중 사이트,
지리적 클러스터링)

●

고급 트랜잭션 처리(인메모리 OLTP)

●

최대 코어 수

1. Analysis Services 및 Reporting Services.
2. 기본에는 로그 전달, 데이터베이스 미러링, Windows Server Core 지원 및 2노드 장애 조치(Failover) 클러스터링 포함

42

» Microsoft 공공부문 제품 및 라이선스 가이드 2015

Microsoft SQL Server 2014

강력한 BI 플랫폼 구현
SQL Server 2014는 내부/외부 데이터에 접근 및 분석, 정리, 생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절감시켜주는
완벽한 BI 플랫폼입니다. SQL Server 2014 및 Power BI for Office 365를 사용하면 기관원들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SQL Server 2014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포괄하는 하이브리드 환경 모두를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Microsoft Azure를 통해
백업 및 재해 복구 솔루션을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구를 제공합니다.

획기적인 인메모리
검증된 성능

평균 10배 이상 향상된 트랜잭션 성능과 100배 이상 개선된 데이터 웨어하우징 성능 제공
TPC-E, TPC-H 및 실제 어플리케이션 벤치마크에서 이미 입증된 성능

고가용성 및 재해 복구

AlwaysOn을 통해 가용성 및 신속한 장애복구, 효율적인 하드웨어 리소스 활용

엔터프라이즈급 확장성

물리적 처리 성능을 최대 640개의 논리 프로세서로 확장하고 가상 컴퓨터를 최대 64개의 논리
프로세서로 확장

보안 및 규정 준수

투명한 데이터 암호화, 강력한 감사, 확장 가능한 키 관리 및 암호화된 백업을 통한 데이터 보호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친숙한 도구 이용
확장 가능한
데이터 웨어하우징

기존 온-프레미스 어플리케이션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완벽한 BI 솔루션을 기반으로 BI 모델 확장 및 데이터 품질과 정확도 개선
SQL Server 2014와 Power BI for Office 365를 사용해 사용자 친화적인 BI 실현

페타바이트까지 용량을 확장하고 Hadoop과 같은 비관계형 소스와 통합 지원

Data Quality Services 및
Integration Services

ETL 작업과 별도 SQL Server 인스턴스로 실행 및 관리 기능을 지원하며, 데이터 품질 향상

사용하기 쉬운 관리 도구

SQL Server Management Studio를 사용하여 모든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에 대한 중앙집중식 관리

강력한 개발 도구

Visual Studio와 통합된 도구를 통해 차세대 어플리케이션 개발 지원 및 .NET, C/C++, Java,
Linux, PHP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산업 표준 API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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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System Center 2012 R2

Microsoft System Center 2012 R2는 현재 늘어나고 있는 가상화 데이터센터와 새로운 사설 및 공용 클라우드 환경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System Center 2012 R2의 유연성과 비용 효율성을 통해 셀프 서비스와 자동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솔루션의 효율적인 운용도 가능해집니다. System Center 2012 R2는 서비스 지향적인 접근 방식과 결합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 기능을 통해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용기관이 두 가지 클라우드의 공통 관리 환경을 통해 사용자
정의 사설 및 공용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인 인프라
System Center 2012 R2는 현재 구축된 데이터센터 솔루션 및 기술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중 하이퍼바이저 관리,
교차 플랫폼 모니터링, 여러 벤더의 관리 도구세트 통합 자동화 등 이기종 데이터센터 환경에서도 통합 및 상호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여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 신뢰성을 개선하며, 데이터센터 리소스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사설 클라우드의 인프라 패브릭으로 추상화한 다음 이 패브릭을
유연하면서 제어 가능한 방법으로 각 업무 단위의 IT 부서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표준화된 서비스 카탈로그를
통해 셀프 서비스 모드로 용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System Center 2012 R2는 .NET 어플리케이션(및 J2EE 어플리케이션 서버 건전성)에 대한 심도 높은 트랜잭션 모니터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가용성과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System Center 2012 R2의 기능 중 하나인
Microsoft Server Application Virtualization (Server App-V)은 기본 인프라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추상화하여 사설 클라우드
배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System Center 2012 R2는 사용기관이 제공하는 전체 서비스의 컨텍스트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 정의 사설 및 공용 클라우드 컴퓨팅
System Center 2012 R2는 다수의 데이터센터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클라우드를 구축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관은
공통 셀프 서비스 환경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사설 및 공용 클라우드(Microsoft Azure)에서도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IT 부서가 가시성과 통제 기능을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관의 보안 및 규정 준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System Center 2012 R2는 단일 도구세트를 통해 물리, 가상, 사설 및 공용 클라우드를 통합 관리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ROI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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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System Center 2012 R2

System Center 2012 R2 에디션별 라이선스 비교

Datacenter

Standard

2

2

무제한

2

모든 System Center 서버 관리 구성 요소 포함

●

●

관리 서버 소프트웨어의 실행 권한 및 SQL Server Runtime 지원

●

●

지원되는 모든 유형의 워크로드 관리

●

●

라이선스 별 물리 프로세서의 수
라이선스 별 매니지드 운영 체제 환경(OSE)의 수

▧ System Center 2012 R2 Datacenter 에디션
System Center 2012 R2 Datacenter 에디션은 가상화 서버를 간단하고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System Center의 모든 서버 관리 기능과 성능을 포함합니다.
•각 라이선스는 최대 2개의 물리 프로세서와 무제한의 가상 운영 체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System Center 2012 R2 Standard 에디션
System Center 2012 R2 Standard 에디션은 비-가상화 또는 부분 가상화 서버를 간단하고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System Center의 모든 서버 관리 기능과 성능을 포함합니다.
•각 라이선스는 최대 2개의 물리 프로세서와 가상 운영체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System Center 2012 R2 Standard 라이선스는 여러 개를 동일한 서버에 할당하여 관리 OSE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System Center 2012 R2의 역할별 주요 기능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구현 및 자동화

인프라 관리

System Center 2012 R2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민첩하고 예측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독자적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을 통해 프로비저닝
서비스(구성 및 배포)에서 운영(모니터링,
업그레이드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플리케이션 수명 주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System Center 2012 R2는 서비스
구현이 유연할 뿐만 아니라 프로세스가
자동화되어 데이터센터의 간소화와
표준화에 도움이 됩니다.

System Center 2012 R2의 통합 관리
기능은 물리/가상/사설 클라우드의
IT 인프라를 구성하고 프로비저닝,
모니터링 및 운영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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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SharePoint Server 2013

Microsoft SharePoint Server 2013은 상호 연결된 정보 작업을 위해 최적의 방법을 제공해 드립니다. 사용자는 구조화된 프로세스,
규정 준수 및 기존 IT 투자의 이점은 유지하면서 업무 방식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Microsoft SharePoint Server 2013은
사용자에게 정보, 공동 작업 및 프로세스에 대해 친숙하면서 일관성 있는 아키텍처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업무 방식을 최적화하는
한편, IT 부서에 포괄적이고 관리하기 쉬우며 통합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Microsoft SharePoint Server 2013의 새로운 기능

사이트 개발

Business Connectivity Services를 사용하면 SharePoint 2013 및 Office 2013 클라이언트에서
SharePoint 외부에 저장된 데이터에 더욱 효과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harePoint의 앱이 지원되고,
외부 목록 향상을 통해 다른 SharePoint 목록과의 기능 패리티가 제공되며, OData BDC (Business Data
Connectivity) 연결이 지원됩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SharePoint Server 2013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어플리케이션 및 도구를 사용하면 조직의 목표,
프로세스 및 성과 요건에 대한 비전을 손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십억 개의 행을 처리할 수 있는
PowerPivot을 사용하여 강력한 데이터 매시업을 만들고 데이터 모델을 작성하며, Excel Services를
통해 공유와 공동 작업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eDiscovery

SharePoint 2013의 eDiscovery 기능을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콘텐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계속하고 파일 공유에서 검색과 내보내기를 지원하는 동시에 여러
SharePoint 팜과 Exchange Server 전반에서 eDiscovery 쿼리를 수행하고, 검색된 콘텐트를 유지 및
내보내며, Exchange 사서함과 SharePoint 사이트의 콘텐트를 원본 위치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ID 관리

모바일 장치

SharePoint Server 2013은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전반에서 새롭고 최적화된 보기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 장치에서 사용자의 생산성과 유용성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레코드 관리 및
규정 준수

SharePoint 2013의 레코드 관리 및 규정 준수 기능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전 SharePoint Server 버전의 레코드 보관 및 레코드 원본 위치 유지 기능이 계속 지원되는
것은 물론, 사이트 수준에서 보존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Search Service

SharePoint Server 2013의 엔터프라이즈 검색은 SharePoint Server 2010의 대다수 기능과 더불어,
쿼리를 통한 처리와 대상 검색 결과 지정 같은 향상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검색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유 컴퓨팅

SharePoint 2013의 공유 컴퓨팅 및 공동 작업 기능은 엔터프라이즈 사용자가 기관의 다른 사용자와
공유 및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며, 향상된 관리자/사용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업그레이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및 사이트 모음 업그레이드, 사이트 상태 검사기를 비롯하여 SharePoint 2013에서는
다양한 기능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웹 콘텐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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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Point 2013은 인증 기능이 향상되어 클레임 기반 인증을 더욱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OAuth 2.0 (Open Authorization 2.0) 웹 권한 부여 프로토콜을 활용하고 확장하여 서버 간 인증과
앱 인증을 지원함으로써 Exchange Server 2013, Lync Server 2013 및 SharePoint 스토어 또는
앱 카탈로그에 있는 앱에 대해 새로운 시나리오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SharePoint 2013에서 웹 콘텐트 관리 기능이 개선되어 게시 사이트를 더욱 간편하게 디자인할 수 있으며
기관의 제작 및 게시 프로세스가 향상됩니다. 또한 엔터프라이즈 검색을 사용하여 게시 사이트에서 동적
웹 콘텐트를 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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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Exchange Server 2013

Microsoft Exchange Server 2013은 기관 사용자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업계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 현존하는 대부분의 플랫폼, 웹 브라우저, 장치에서 전자 메일, 음성 메일, 인스턴트 메시징 등 다양한 통신 수단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Exchange Server 2013을 통해 사용자는 단일 받은 편지함에서
다양한 종류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Exchange Server 버전별 주요 기능 비교

Exchange
Server
2013

Exchange
Server
2010

Exchange
Server
2007

간편한 관리: 온-프레미스 및 온라인 등 모든 Exchange 서비스에 대해
Exchange 관리 센터라는 단일 웹 기반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

제한

강력하고 유연한 명령줄 도구: PowerShell 스크립팅을 사용하여 복잡성이 줄었습니다.

●

●

●

저비용 대용량 사서함: 저렴한 저장소를 배포하면서 더 큰 용량의 사서함을 지원합니다.

●

●

제한

Role 기반 관리: Role 기반으로 액세스를 제어하고 작업을 위임합니다.

●

●

맞춤형 클라우드: 사서함을 온-프레미스, 온라인, 또는 두 가지의 조합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

●

가용성 관리: 통합 고가용성 솔루션으로 모든 역할 및 서비스 종단 간 서비스 가용성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제한

모바일 전자 메일: 원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전자 메일에 액세스합니다.

●

●

●

Outlook Web App: 웹 기반 전자 메일을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브라우저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제한

제한

터치 최적화: 터치 또는 마우스 컨트롤을 위해 고안된 전자 메일 경험을 제공합니다.

●

통합 사서함이 있는 음성 메일: 텍스트 미리 보기를 통해 음성 메일을 확인하고
걸러낼 수 있습니다.

●

●

제한

받은 편지함 부하 관리: 대화 보기로 전자 메일을 보다 쉽게 탐색하고, 메일 설명을 통해
배달에 실패하거나 잘못 배달되는 전자 메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인라인 작성 및 회신으로
더욱 간단하게 메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제한

앱 지원: 웹 기술로 Outlook 및 Outlook Web App용 앱을 쉽게 작성한 다음
Exchange 내에서 앱을 제어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

SharePoint 통합: 사이트 사서함을 사용하여 Outlook에서 SharePoint 및 Exchange의
프로젝트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스팸 방지 및 맬웨어 방지 보호: 다중 통합 포인트로 데이터와 메시지를 보호합니다.

●

●

●

비즈니스 정보 보호: 알림, 메시지 차단, 암호화, IRM(정보 권한 보호)을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킵니다. 다중 통합 포인트로 데이터와 메시지를 보호합니다.

●

●

제한

DLP(데이터 손실 방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DLP 규칙을 사용하여 민감한 데이터를
파악, 모니터링, 보호하고 전자 메일이 전송되기 전에 정책을 위반하는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원본 위치 보관 및 보존: 정책 또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추어 자동으로 데이터를
보존하고 이전 콘텐트를 원본 위치 보관으로 저장하여 규정을 계속 준수할 수 있습니다.

●

●

제한

eDiscovery 관리: 단일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Exchange 사서함, SharePoint 사이트,
Lync 대화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제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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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Lync Server 2013

Microsoft Lync는 공공기관을 위한 통합 통신 플랫폼입니다. Lync는 일상적인 업무 생산성 환경의 일부로서 Windows 8 및 다른
운영체제를 실행하는 모바일 장치에서 모든 곳의 사용자를 연결합니다. Lync는 현재 상태, 메신저 대화, 음성, 비디오를 위한
단일 클라이언트 환경과 일관성 있는 다양한 모임 환경을 제공합니다. Lync 사용자는 Skype에서 모든 사용자와 연결하여 전 세계
사용자와 다양한 방법으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Lync Server 2013의 주요 기능
Lync 통합
클라이언트
Windows 8용
Lync 앱

Lync는 Windows 8 (x86 기반 Windows 8 및 Windows RT 모두)의 터치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Windows 8
‘터치 우선’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장치 및 아키텍처에서 통신을 빠르고 중립적이며 실제적으로 제어합니다.

Lync Web App

Lync Web App은 PC 및 Mac 사용자가 HTML 5 기반 브라우저 내에서 Lync 모임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며
다자간 HD 비디오 VoIP, 메신저,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 및 PowerPoint 공유를 비롯하여 다양한 Lync 모임
환경을 제공합니다.

Lync 모바일
클라이언트
한 번 클릭으로
회의 참가
현재 상태

Lync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Windows Phone, iPhone, iPad 및 Android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PC의 Outlook 모임 미리 알림에서나 Windows Phone, iOS 및 Android 장치의 일정 또는
모임 창에서 한 번의 클릭이나 터치만으로 Lync 모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현재 상태 표시기를 통해 대화 상대의 가용성 상태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 카드

대화 상대의 고해상도 사진, 현재 상태, 상태 메모, 위치 및 조직 세부 정보를 표시하며 Microsoft Office
어플리케이션 전체에 적용됩니다.

Lync 모임

이전에 ‘온라인 모임’으로 알려진 ‘Lync 모임’은 단체 HD 화상, 음성, 메신저 대화 및 콘텐트 공유를 통해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임 보기

모임 보기 옵션은 콘텐트와 사용자를 결합하고 모든 개인 참가자의 요구에 맞게 Lync 모임 환경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임 보기는 참가자가 선택합니다.

다자간 HD
비디오 갤러리

회의에서 다자간 HD 비디오 스트림 또는 대화 상대 카드 사진의 연속 보기가 갤러리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비디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현재 발표자 비디오가 사진으로 대체됩니다. 갤러리 컨트롤을 사용하여
관심 있는 비디오 스트림을 선택하고 참가자 이름을 살펴보거나 현재 발표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채팅

작업 그룹이나 지정된 동료가 실시간으로 만나 공동 작업하는 주제별 가상 회의실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OneNote 공유

OneNote 공유를 사용하면 Lync 모임 내에서 OneNote 디지털 회의 노트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으므로
이후 기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통신과 추가 작업을 간소화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Exchange
Archiving
Lync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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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c 2013은 음성 및 화상 통화, Lync 모임, 현재 상태, 메신저 대화 및 영구 채팅을 비롯한 실시간
통신을 위한 단일 통합 클라이언트를 제공합니다.

Exchange Online Archiving을 사용하면 모든 전자 메일, 메신저 대화 및 Lync Online 모임 콘텐트를 저장한
다음 Exchange e-Discovery 규정 준수를 사용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Lync Federation은 통합 통신을 Lync 또는 Skype를 사용하는 고객, 유관기관 및 파트너로 인터넷을 통해
안전하게 확장합니다.

서버 역할 통합

Lync는 기존에 배포되었거나 별도로 관리되던 역할을 같은 장소에 배치하여 서버 역할 수를 줄임으로써
배포 및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규모 및 고가용성
개선사항

Lync Server 프런트 엔드 아키텍처는 하나의 풀에서 더 많은 수의 활성 사용자를 수용하고 고가용성 기능
향상을 통해 총 소유 비용을 절감하도록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모니터링
활성화

모니터링 활성화를 사용하여 Lync 관리자가 공용 인터넷을 통해 여러 데이터 센터의 풀, 서버,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Microsoft 공공부문 제품 및 라이선스 가이드 2015

Microsoft Yammer

Microsoft Yammer는 공공기관을 위한 가장 강력한 소셜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Yammer를 통해 기관은 소셜 네트워크가 갖는
소통과 공유의 힘으로 업무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Yammer SNS는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못지 않은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업, 파일 및 지식 공유 등 기관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보안과 관리 통제하에서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Yammer의 주요 기능

사람 그리고 대화

콘텐트 공유

검색

관리자
(로그 분석 및 보안)

외부 사용자

플랫폼

기타 기능

지역에 상관없이 지식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전자 메일을 통한 일방적인 업무가 아닌 진정한 토론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용량이 큰 파일을 저장하고 팀 작업공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실시간 편집도 가능합니다.

콘텐트, 대화, 인물 등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메뉴를 통해 네트워크, 사용자 권한 등을 미리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 유관기관 등 외부 사용자와의 공동 작업이 가능합니다.

Yammer는 오픈 API 기반으로 SAP, SharePoint 등 기존의 비즈니스
시스템과 통합이 용이합니다.

협업, 공유, 토론을 위한 간편하고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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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 제품군

Microsoft Visio 2013
Microsoft Visio 2013을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전문가 수준의 다이어그램을 제작하여 복잡한 정보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보드에서 브레인스토밍한 순서도를 빠르게 캡처하거나 IT 네트워크를 매핑하고 조직도를 만들거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문서화하는 등의 작업을 간단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2013

2010

2007

향상

향상

●

상황에 맞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메뉴

향상

향상

●

서식 파일과 셰이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향상된 검색

향상

●

●

현대적인 다이어그램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적용이 간편한 테마

향상

●

●

●

●

●
●

새로 추가되거나 향상된 스텐실 및 셰이프

DWG 파일을 Visio로 가져오는 기능

향상

●

자동 맞춤 및 간격

●

●

연결 제목과 함께 셰이프를 삽입하고 삭제하는 기능

●

●

그리기 캔버스 자동 크기 조정

●

●

자주 사용하는 셰이프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빠른 셰이프 영역

●

●

Microsoft Office Fluent 사용자 인터페이스(UI) - 리본 메뉴

향상

●

향상된 컨테이너와 새 컨테이너 스타일

향상

●

새로운 스타일과 이미지를 가져오는 기능이 적용되어 향상된 조직도 솔루션

셰이프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 환경

새기능

다이어그램 레이아웃 및 셰이프 메타데이터를 유지하면서 셰이프를 변경하는 기능

새기능

변형을 통해 미리 구성된 새 테마 스타일의 변경 사항 실시간 미리보기

새기능

그림자, 입체 효과, 반사, 기타 등의 도형 효과 옵션

새기능

다이어그램 페이지 나누기와 팬 및 확대/축소 기능을 표시하는 간소화된 인쇄 미리보기

새기능

Microsoft Project 2013
Microsoft Project 2013을 통해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공동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른 Office 어플리케이션 및 클라우드 서비스와 함께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Microsoft Project 2013을 통해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Project Pro for
Project
Project
Office 365
Professional 2013 Standard 2013
향상된 시각적 환경과 다양한 새 프로젝트 서식 파일을 사용하여
중요한 요소에 집중

●

●

●

중요한 작업 경로를 미리 파악하여 잠재적 일정 문제 해결

●

●

●

손쉽게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는 독창적인 보고서를 사용하여 진행률 공유

●

●

●

유연한 앱을 사용하여 독창적인 기능 확장

●

●

●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을 사용하여 보기좋게 리소스 배치1

●

●

Lync 통합을 통해 실시간 파일 및 화면 공유를 사용하여 공동 작업 진행1

●

●

어디에서 일하든 팀 및 프로젝트와 연결된 상태 유지2

●

●

3

통합 프로젝트 및 포트폴리오 관리

●

원활한 업데이트를 통해 항상 최신 버전의 Project 사용

●

Office 365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Project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를
거의 모든 PC로 스트리밍

●

1 Microsoft Lync Online 또는 Microsoft Lync 2013(별도 판매)이 필요합니다.
2 SharePoint Online 또는 SharePoint 2013, Project Online 또는 Project Server 2013이 필요합니다(모두 별도 판매).
3 Project Online 또는 Project Server 2013(별도 판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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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 제품군

Microsoft Dynamics CRM
공공기관을 위한 Microsoft Dynamics CRM을 통해 기관 사용자들의 업무 생산성과 대민 서비스의 수준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십시오.

손쉬운 아키텍처

•필요에 따라 맞춤화가 가능한 CRM과 LOB(기간 업무) 어플리케이션
•Microsoft .NET Framework을 비롯한 Microsoft 기술 활용
•유연성이 뛰어난 메타데이터 기반의 선언적 개발 모델 활용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이동성

•Mobile Express for Microsoft Dynamics CRM으로 모바일 장치의 웹 브라우저를 통한
   CRM 데이터 엑세스 제공
•Microsoft Dynamics CRM에 대한 완전한 읽기-쓰기 엑세스 기능
•클라이언트가 필요 없는 간편한 배포 방식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SQL Server Reporting Services를 이용한 Microsoft Dynamics CRM 보고서 저장소 관리
•일반 사용자를 위한 마법사 기반의 보고서 생성 도구
•SQL Server Analysis Services를 통한 관계형 및 다차원 데이터 웨어하우징

뛰어난
확장 및 배포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계층 확장 및 확대
•온-디멘드 또는 온-프레미스 혼합 구축 방식 선택 가능
•Internet Explorer, Outlook 또는 모바일 장치를 통한 엑세스 지원

원활한 통합

•Microsoft 또는 타사 어플리케이션과 간편한 통합
•어플리케이션의 프레젠테이션 계층을 활용하기 위한 매시업(Mashup) 구축
•다른 시스템의 서비스 또는 데이터 동기화 통합 방식으로 비즈니스 기능 통합

Microsoft Visual Studio 2013
Microsoft Visual Studio 2013은 Windows 8 솔루션 및 앱, 웹 어플리케이션, SharePoint, 모바일 및 클라우드 개발을 위한 최적의
기능과 포괄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수명 주기 관리 도구를 통해 개발 주기 관리가 가능합니다.
Ultimate with
MSDN

Premium with
MSDN

Professional

디버깅 및 진단

■■■■

■■■□

■■□□

테스트 도구

■■■■

■■■□

■□□□

통합 개발 환경

■■■■

■■■■

■■■□

개발 플랫폼 지원

■■■■

■■■■

■■■■

아키텍처 및 모델링

■■■■

■■□□

■□□□

랩 관리

■■■■

■■■■

□□□□

Team Foundation Server

■■■■

■■■■

■■■□

공동 작업

■■■■

■■■■

■■□□

프로덕션 환경용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

■■■□

■□□□

개발 및 테스팅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

■■■■

□□□□

기타 혜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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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 제품군

Microsoft Azure
Microsoft Azure는 전 세계의 Microsoft 데이터센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빌드, 배포, 관리할 수 있는 유연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데이터센터 구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초기 비용 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모든 언어,
도구 또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 Microsoft Azure의 주요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

Microsoft Azure는 변화하는 대면 서비스 요구에 따라 확장 가능한 주문형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개발 및 테스트

Microsoft Azure를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더욱 빠르게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에 유연하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빅 데이터

Apache Hadoop의 빅데이터 솔루션인 Microsoft Azure HDInsight를 통해 새로운 통찰력을 구현하고
더 나은 의사 결정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엡

Microsoft Azure는 확장 가능한 모바일 앱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미디어
저장소, 백업 및 복구
ID 및 엑세스 관리
통합
데이터 관리

Microsoft Azure는 모든 웹 어플리케이션에 유연성 있는 개발, 배포 및 확장 옵션을 제공합니다.
Microsoft Azure 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Adobe Flash, Android, iOS, Windows 등 장치와 플랫폼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하며 비용 효율적인 종단 간 미디어 배포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Azure는 확장 가능하고 지속적인 클라우드 저장소와 데이터에 대한 백업 및 복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Microsoft Azure Active Directory는 엔터프라이즈급 클라우드 ID 서비스를 제공하여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어플리케이션 간의 Single Sign-On 환경을 지원합니다.
Microsoft Azure를 사용하면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모두에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장치 및 파트너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Azure는 SQL 데이터베이스에서 Blob 및 테이블까지 데이터 요구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Microsoft Intune
Microsoft Intune은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클라이언트 관리 솔루션입니다. Microsoft Intune을 통해 사용기관과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장치에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 클라이언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Microsoft Intune의 주요 서비스
Microsoft Intune과 System Center Configuration Manager를 통합하여 클라우드 기반 또는 기본 온-프레미스
솔루션에서 확장하여 IT 환경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통합 인프라

•장치 보안과 규정 준수의 통합관리
•System Center Configuration Manager를 통한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의 중앙 관리
•Active Directory 통합으로 기존 사용자 계정과 보안 그룹의 활용 극대화

원격, 모바일 및 지사 기관원 모두 사용자의 권한에 최적화된 엄격한 보안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치 관리

•비용효율적인 클라우드 기반의 장치 관리
•Windows 8, Windows RT, iOS 및 Andriod 지원
•사용중인 모바일 장치에 대한 직관적인 자동 탐색

어디에서든지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보안 정책을 설정하며 현재 상태를 원격 모니터링합니다.

보안

•소프트웨어 및 패치 배포 간소화
•종합적인 정책 관리
•PC Endpoint Protection

사용자가 선호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IT 권한을 부여합니다.

BY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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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앱을 선택 및 설치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포털
•개인 설정 방식의 어플리케이션 배포
•다양한 플랫폼 및 장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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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 제품군

Office 365
Office 365는 업무생산성 소프트웨어인 Office의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사용하는 장치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Office에
액세스할 수 있어 근무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고 유연하게 작업하고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개인설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기관원, 유관기관 및 협력업체와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집니다.
Office 365에서는 간소화된 관리, 검증받은 맬웨어 방지와 스팸 방지 보호 및 99.9% 작동 시간 보장을 제공합니다.

▧ 공공기관용 Office 365 Plan별 주요 기능 비교
Exchange Online
(Plan 1)

Exchange Online
(Plan 2)

공공기관용
Office 365
(Plan E1)

공공기관용
Office 365
(Plan E3)

전자 메일 호스팅

●

●

●

●

스팸 및 맬웨어 보안

●

●

●

●

Active Directory 통합

●

●

●

●

커뮤니티 및 전화 지원

●

●

●

●

99.9% 작동 시간 보장

●

●

●

●

●

고급 전자 메일

●

웹 회의

●

●

Office Web Apps

●

●

공동작업을 위한 인트라넷 사이트

●

●

공용 웹 사이트

●

●

데스크톱 버전 사용권한

●

고급 음성 메일

●

Microsoft Dynamics CRM Online
Microsoft Dynamics CRM Online은 Microsoft Dynamics CRM의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초기 도입 비용 및 전담 인력 등의
부담 없이 사용한 만큼만 비용이 발생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업무와 대민 서비스에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전 세계 6개 데이터 센터

End-to-End 보안

국제 표준 준수

신뢰 & 투명성

•Microsoft가 직접 관리

•보안개발 생명주기(SDL)

•ISO 27001

•15년 이상의 경험

•실시간 복제 서비스

•5계층의 보안

•SSAE 16 SOC 1 Type II

•Trust Center 운영

•재난 복구 서비스

•사전 모니터링

•EU Safe Hardor

•강력한 액세스 컨트롤

•EU Model Clauses

•서비스 오퍼레이션 상의
   변경 시 공지

•HIPAA - HITECH

•99.9% Uptime SLA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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