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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가이드
2016 년 11 월
Microsoft 비즈니스 센터의 라이선스, 서비스 및 혜택 섹션을 통해 라이선스, 온라인 서비스, 구매 기록(주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비즈니스 센터에 로그인하여 상단 메뉴에서 재고를 선택한 후 내 재고 관리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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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및 온라인 서비스 보기
비즈니스 센터의 라이선스, 서비스 및 혜택 섹션에 처음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라이선스 및 서비스 탭이 열립니다. (혜택을
보시는 경우 소프트웨어 보증 및 서비스 혜택 이라는 탭도 표시됩니다.)

라이선스 및 서비스 탭은 모든 Microsoft 제품 라이선스와 서비스 목록을 제품 그룹별로 정리하여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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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및 서비스에 대한 상세 보기
1.

비즈니스 센터에 로그인하여 상단 메뉴에서 재고를 선택한 후 내 재고 관리를 선택하십시오.

2.

구매 계정이 여러 개가 있다면 계정 선택을 선택하십시오. (계정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구매
계정 선택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참고: 구매 계정이 한 개라면 계정 선택장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이용자의 구매 계정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3.

이용자가 원하는 구매 계정을 찾아 선택하였거나 한 개의 구매 계정만 있는 경우, 원하는 라이선스나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검색: 검색 상자를 이용하여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거나 구독을 통해 이용하는 특정 제품을 찾습니다. 이것은
상이한 제품과 서비스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장 잘 작동합니다.

•

찾아보기: 페이지에 나타나는 제품 목록을 찾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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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찾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목록을 확인한 후에는 확장/축소 아이콘

을 이용하여 각 제품이나 서비스

세부사항을 확인합니다.
아이템을 확장하면 여러 가지 Office 버전 및 에디션과 같이 제품 그룹 내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각각의 버전과
에디션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 확장된 목록은 Office 2013 Professional Plus 의 라이선스에 대한 세부정보를 보여줍니다.
Office 등 제품에 대하여 확장된 목록은 다음을 표시합니다.


EDITION



버전



구매 계정 번호



구매 계정 이름



리소스 사용



라이선스 수량



SA 수량



다음 만기
참고: 온라인 서비스만 다음 만기일이 있습니다.

Office 365 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품의 확장된 목록은 라이선스 수량 및 SA 수량 대신 이용 가능한 구독 및 주문
구독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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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한 구독은 파트너가 주문한 수량이 아닌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 수량을 표시합니다.



주문 구독은 고객을 대표하여 파트너가 주문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표시합니다.
참고: 이용 가능한 구독 및 주문 구독은 귀하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 중(귀하가 직접 설정함)

파트너가 아직 귀하를 위해 주문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표시합니다.



다음 만기일은 이 서비스가 언제 만료되어 갱신되어야 하는지 표시합니다.



ACTION 을 통해 기록 보기 또는 서비스 관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팁: 라이선스 및 서비스 페이지 상단 부근의 모두 확장/축소를 선택하여 전체 제품 목록을 한 번에

표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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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보기
라이선스 및 서비스 탭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모든 제품을 표시합니다. 이용자가 패키지 보기 라벨이 붙은 체크 박스를
선택하면 패키지 카테고리도 볼 수 있습니다.

패키지는 하나의 패키지로 함께 구입한 아이템들입니다.
제품은 별개로 구입한 아이템입니다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음).
두 가지 보기 모두 아이템을 유사하게 표시하지만 개별적으로 구입한 아이템 또는 패키지로 구입한 아이템과 같이 라이선스
방식에 따라 따로 그룹을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보기와 패키지 보기 모두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이용 가능한 구독과
주문된 구독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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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N 및 Azure 구독 보기와 관리
Microsoft 파트너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MSDN 및 Azure 구독을 주문한 경우, 이용자는 다른 모든 Microsoft 제품 및
서비스와 함께 해당 구독 내용을 라이선스 및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비즈니스 센터에서 MSDN 과 Azure 구독을 관리할 수 없지만, 별도로 로그인하여 구독을 관리할 수 있는
포털로 연결되는 링크가 제공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라이선스 및 서비스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MSDN 또는 Azure 구독 제품을 선택합니다(Visual Studio with MSDN 등).

2.

작업으로 이동하여 드롭다운 메뉴에서 구독 관리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MSDN 구독인 경우, 이용자는 MSDN
관리자 포털로 연결됩니다. Azure 구독인 경우, Microsoft Azure 기업 포털로 연결됩니다.
참고: 또한 기록 보기를 통해 구독 거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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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력 보기
Microsoft 협력업체가 사용자를 위해 발행한 모든 주문을 쉽고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즈니스 센터에서 계정을 선택한 후 주문 이력 보기를 선택하십시오.

2.

주문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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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대하여 보다 상세히 보고자 하는 주문을 선택하십시오. 주문 머리말, 주문 정보 및 주문 품목이라는 제목이 붙은
섹션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참고: 이전에 2 차 구매 주문 번호라고 이름 붙인 필드가 고객 구매 주문 번호로 바뀌었습니다.

구매 계정 선택
구매 계정이 여러 개라면 계정 선택 옵션이 나타납니다. 이용자는 계정 선택을 통해 모든 계정 목록에서 구매 계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구매 계정이 한 개라면 이 옵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용자의 구매 계정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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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 계정 선택으로 이동하십시오.

2.

검색 상자에 원하는 구매 계정명 전체나 일부를 입력하십시오. 원하는 계정이 표시될 때까지 계정명을
타이핑하십시오.

Fab 을 타이핑하면 이름에 해당 문자가 포함된 여러 구매 계정이 표시됩니다
원하는 구매 계정을 찾기가 어려울 경우 네 가지 다른 정보 유형을 검색하여 찾아보십시오.
•

계약 번호

•

고객 법인 이름

•

위치

•

구매 계정 이름

•

구매 계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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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롭다운 메뉴를 이용하여 원하는 필드를 선택한 다음 검색 상자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또한 다른 유형의 정보를 결합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스크린샷에서는 구매 계정명의 일부(Fabrikam)와
위치(Redmond)를 입력하였습니다. 이것은 검색 결과의 목록을 좁혀 올바른 구매 계정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움말 보기
용어를 설명하는 도움말이 있다면 도움말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아이콘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도움말이 나타납니다.

다음의 용어들은 도움말이 표시됩니다.
1.

라이선스 수량: 라이선스 수량은 Microsoft 제품 및 서비스 계약을 통해 구입하고 확인된 기본 라이선스를 갖춘
라이선스만 표시됩니다.

2.

SA 수량: 해당 제품 버전의 소프트웨어 보증 주문 또는 갱신 수량.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11

빠른 시작: 라이선스, 서비스 및 주문 이력 보기
3.

이용 가능한 수량: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총 시트나 라이선스 수량.

4.

주문 수량: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고 파트너가 주문한 총 시트나 라이선스 수량.

곧 만료되는 온라인 서비스 찾기
모든 온라인 서비스는 다음 만료일을 목록으로 나타냅니다. 서비스가 곧 만료될 경우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가 90 일
또는 30 일 이내에 만료되면 알려줍니다.
•

온라인 서비스 만료일이 90 일 이내에 도래한다면 곧 만료 알림이 표시됩니다.

•

온라인 서비스가 30 일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다음 만료일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이 온라인 서비스는 곧 만료되지 않으므로 알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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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 구성
이용자는 Office 365 와 같은 고유 온라인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셀프 프로비전). 하지만 파트너를 통해 서비스를
주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구성하려면 라이선스 및 서비스 탭에서 온라인 서비스 구성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온라인 서비스 구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비즈니스 센터의 지원 섹션에서 온라인 서비스의 설정 및 사용을
참고하십시오.

온라인 서비스 구성 버튼을 이용하여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를 찾고 사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유 온라인 서비스를 구성하면 파트너를 통해 즉시 서비스 주문을 하도록 안내하는 아래의 알림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팁: 이용자는 미결 온라인 서비스 조정 보고서를 통해 직접 설정한 온라인 서비스 (셀프 프로비전) 수량과 파트너

주문 수량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어떤 온라인 서비스를 주문하여 서비스의 혼선을 방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보고서를 계정, 주문, 계약, 제품별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비즈니스 센터의 보고 섹션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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