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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라이선스 정책 ① 

1. Microsoft 라이선스 종류 

- FPP (Full Package Product) 

- OEM&COEM(DSP) 

- GGWA (Get Genuine Windows Agreement) / GGK (Get Genuine Kit) 

- 볼륨 라이선스 (Volume License) 

2. Office 365와 2016 차이점 

- Office 365 

- Office 2016 

- Office 365/2016 설치 수량 (가정용 제품 제외) 

3. 버전과 에디션의 차이점 

- 버전 

- 에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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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icrosoft 라이선스 종류 

 

① FPP (Full Package Product) 

   - 처음 사용자용 라이선스 

- 1대의 PC에만 설치해 사용 가능 

   - Package와 Serial number 제공 

   - 구매한 버전은 영구적으로 사용 (부품 교체 후에도 사용 가능) 

   - 업/다운그레이드 불가 (상위 버전 사용 불가능) 

② OEM& COEM(DSP) 

- PC와 함께 제공되는 라이선스 (OEM: 브랜드 PC / COEM(DSP): 조립 PC) 

- COA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구매한 PC에서만 제공된 라이선스 사용 가능 

- 메인보드 교체 또는 PC 폐기 시 사용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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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GGWA (Get Genuine Windows Agreement) / GGK (Get Genuine Kit) 

-GGWA/GGK 계약 모두 최초 1회만 계약 가능 (추가 구매 불가) 

- GGWA/GGK 모두 하드웨어에 종속되어 있는 라이선스 (OEM-COEM 개념과 같음) 

- Upgrade용 제품이 아닌 처음사용자용 제품으로 공급 

1) GGWA 

- 비정품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정품으로 전환하거나 적격 하위 OS (Professional)가 없어 

볼륨라이선스 계약이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정품 전환의 목적으로 구매하는 라이선스 계약 

- 소규모, 공공기관 (GGWA-SMO), 중/대규모, 공공기관 (GGWA-LO), 교육기관 (GGWA-A)로 분류 

- 최소 구매 수량 5대 이상 PC (라이선스 계약) 

- 다운그레이드 권한 제공 

- 미디어는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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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GK 

- 비정품 OS를 사용하는 PC에 한해서만 계약이 진행되며 불법OS를 적법 OS로 전환시켜주는 

라이선스 계약 

- 가정용 또는 소규모 기업에서 PC 개별 단위로 구매가 가능 

- 다운그레이드 불가능 

- FPP 미디어 제공 

3) Q&A 

Q1) 적격 하위 OS가 아니라서 볼륨라이선스 계약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 GGWA 계약하여 Professional으로 전환한 후 볼륨 라이선스 계약 진행하면 가능합니다. 

EX) Windows XP Home → Windows 7 Professional 

Q2) GGWA 계약을 했는데 라이선스 증명서도 없고 COA 스티커와 CD 등을 받지 못했는데 

    문제없을까요? 

A: GGWA 계약 시 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주문서가 라이선스 증명서 역할을 하며 

COA, 미디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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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GGWA/GGK 제품 키를 잃어버렸는데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 Microsoft 고객지원 센터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계약번호와 인증번호가 확인이 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4) GGWA/GGK 계약을 하게 되면 업/다운그레이드가 가능한가요? 

A: GGWA는 다운그레이드는 가능하지만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하고 GGK는 다운그레이드도 

불가능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원하실 경우 90일 이내에 SA를 계약할 경우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Win10이하 모든 버전 다운그레이드 가능) 

2년마다 갱신하여 사용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 최신버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Q5) GGWA/GGK OS 업데이트/ 메인보드 교체/ 다른 PC에 설치할 수 있나요? 

A: SA 계약을 맺었을 경우 OS 업데이트가 가능하지만 SA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PC의 변경 기준은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메인보드만 교체되지 않는다면 다른 하드웨어 제품이 

변경된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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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볼륨라이선스 (Volume License) 

- 5대 이상의 Desktop 사용 조직부터 적용 가능 

- OS는 처음 사용자용 계약이 아닌 Upgrade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처음 사용자용 라이선스가 존재해야 함) 

- 적격 하위 OS가 Professional 에디션 이상부터 계약 적용 가능 

   Professional이 아닐 경우 GGWA 구매해 적격 OS로 전환한 후 볼륨 라이선스 계약을 진행해야 함 

- Office, Visio 등 볼륨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비용 절감 가능 

- 다량의 소프트웨어를 일괄 구매하기 때문에 FPP 구매보다 비용 절감 

- 다양한 라이선스 계약 방식 존재하기 때문에 자사에 맞는 계약 방식을 택할 수 있음 

(Open/Open Value/EA/GA 등) 

- 계약 만료 후 영구 라이선스 제공 (Subscription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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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ffice 365와 2016 차이점 

 

1) Office 365 

- 매월 또는 매년 결제가 이루어지며 구독을 취소할 경우 사용 불가능 

- Microsoft 원드라이브(클라우드) 1TB 제공 

※ 원드라이브는 사용자가 자신의 파일을 클라우드 기억 공간에 업로드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 구독 기간 중에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경우 무료로 업그레이드 가능 

- 기업용 Office 365 (8개) / 정부기관용 Office 365 Government / 교육기관용 Office 365 Education 존재 

- PC, 태블릿, 휴대폰에도 설치할 수 있는 설치형 Office 존재 

(기업용 라이선스 Business Essentials, Enterprise E1을 제외 모든 에디션) 

2) Office 2016 

- 구매 후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3) Office 365/2016 설치 수량 (가정용 제품 제외) 

- Office Home & Business 2016/for Mac, Office Professional 2016: PC/Mac 1대 설치 가능 

- Office 365 Business, Business Premium, ProPlus, Office 365 Enterprise E3/E4/E5, 정부기관용 Enterprise E1/E3 

: PC또는 Mac 5대 + 태블릿 및 휴대폰 5대 설치 가능 (총 10대) 

 계약하지 않은 사용자의 PC에 설치해 이용하는 경우 사용권에 위배 

https://ko.wikipedia.org/wiki/%ED%81%B4%EB%9D%BC%EC%9A%B0%EB%93%9C_%EC%BB%B4%ED%93%A8%ED%8C%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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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전과 에디션의 차이점 

 

1) 버전 

- 버전: 소프트웨어의 계정 순서 /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상품의 개발 단계 및 순서를 번호로 표시 

예) Microsoft Office 2013, Microsoft Office 2016 

2) 에디션 

- 에디션: 동시에 출시되지만 사용 가능한 제품과 기능이 다른 라이선스 

예) Microsft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 

- FPP 제품의 최상위 버전 

-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원노트, 아웃룩, 퍼블리셔, 액세스 

Microsoft Office Standard 2010 

- 기업 사용자를 위한 볼륨 라이선스 

-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원노트, 아웃룩, 퍼블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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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라이선스 정책① 대본 

안녕하세요~ 모니입니다! 

오늘은 Microsoft사의 라이선스 종류와 Office 365, 2016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MS 라이선스 종류로 소매 패키지 제품(FPP), OEM과 COEM, GGWA, 볼륨라이선스가 존재합니다. 

패키지와 시리얼 넘버가 제공되는 처음 사용자용 라이선스인 소매 패키지 제품 (FPP)은 구매 수량과 

동일한 수량만큼 PC에 설치 가능하며 구매한 라이선스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업/다운그레이드는 

불가능합니다. 

MS 라이선스 종류 중 PC 구매 시 OS가 함께 제공되는 OEM과 COEM(DSP)는 PC에 정품 인증 스티커(COA)가 

부착돼있어야 적법한 라이선스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메인보드를 교체하거나 PC를 폐기할 경우 

사용권이 소멸돼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번에는 GGWA와 GGK에 대해 알아볼까요? 

GGWA는 비정품 OS를 적법한 OS로 전환하거나 적격 하위 OS가 없어 볼륨라이선스 계약이 

불가능한 OS를 적격 하위 OS인 Professional로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입니다. 

GGWA 계약은 소규모/공공기관용 (GGWA-SMO), 중/대규모용 GGWA-LO), 교육기관용 (GGWA-A)으로 

분류되며 PC 수량이 5대 이상일 경우 계약 가능한 라이선스 계약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다운그레이드 권한은 제공하지만 미디어 (CD)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GGWA와 비슷한 GGK는 무엇일까요? 

GGK는 GGWA와 비슷한 비정품 OS를 적법 OS로 전환하는 라이선스 계약으로 가정용 또는 소규모 기업에서 

PC 수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하며 미디어는 제공하지만 다운그레이드는 불가능합니다. 

GGWA와 GGK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적격 하위 OS가 아니라서 볼륨라이선스 계약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1. GGWA를 계약하여 Professional 전환 후 볼륨라이선스 계약을 진행하면 가능합니다. 

Q2. GGWA 계약을 했는데 라이선스 증명서도 없고 COA 스티커와 CD 등 받지 못했는데 문제없나요? 

A2. GGWA 계약은 정품 인증 스티커 (COA)와 미디어가 제공되지 않으며 계약할 때 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주문서가 라이선스 증명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Q3. 제품 키를 잃어버렸는데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3. MS 고객지원 센터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계약번호와 인증번호가 확인되면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GGWA/GGK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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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GGWA 또는 GGK 계약을 하게 되면 업/다운그레이드가 가능한가요? 

A4. GGWA 계약의 경우 다운그레이드는 가능하지만 업그레이드는 불가하고 GGK는 업/다운그레이드 

모두 불가능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원하실 경우 90일 이내에 SA 계약을 진행하시면 업/다운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SA는 2년마다 갱신하여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최신 버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Q5. 계약 후 OS 업데이트/ 주요 부품 교체/ 다른 PC에 설치할 수 있나요? 

A5. SA 계약을 맺었을 경우 OS 업데이트가 가능하지만 SA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PC의 변경 기준은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메인보드만 교체되지 않는다면 다른 하드웨어 제품이 변경되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볼륨라이선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OS는 처음 사용자용 계약이 아닌 업그레이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이며 적격 하위 OS가 

Professional 부터 계약이 가능합니다. (적격 하위 OS가 아닐 경우 위에서 설명한 GGWA 계약 이용) 

다량의 소프트웨어를 일괄 구매하기 때문에 구매 비용이 절감되며 다양한 라이선스 계약 방식 중 

자사에 맞는 계약 방식을 택할 수 있고 계약 만료 후 영구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Subscription 제외) 

또한 Office, Visio 등의 별도의 볼륨라이선스 계약도 존재합니다. 

그럼 이번엔 Office 365와 Office 2016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Office 365는 매월 또는 매년 결제가 이루어지는 클라우드 라이선스이지만 PC에 설치 가능한 설치형도 

존재하며 기업용, 정부기관용, 교육기관용 Office 라이선스 계약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구독 기간 중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경우 무료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할 수 있고 MS 윈드라이브 1TB를 

제공받으며 핸드폰과 태블릿에서도 설치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독을 취소할 경우 모든 사용이 종료됩니다. 

설치형을 제공하는 Office 365 에디션는 구독자에게 PC 또는 Mac에서 5대, 태블릿 및 휴대폰에서 5대 

총 10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구독하지 않은 사용자의 PC에 설치할 경우 사용권에 위배됩니다. 

이에 반해 Office 2016은 구매 후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업/다운그레이드는 불가하며 

PC 또는 Mac 1대에서만 설치 가능합니다. 

이러한 계약과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버전과 에디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겠죠? 

버전과 에디션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버전은 Microsoft Office 2013, Office 2016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계정 순서를 의미하며 에디션은 동시에 

출시되지만 사용 가능한 제품과 기능이 다른 라이선스로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과 Standard 2010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Microsoft 라이선스 정책① 

작성자: 컨텐츠 관리자 소유권: 계영티앤아이 

 

이러한 Microsoft 라이선스 정책을 잘 숙지하여 올바른 사용을 하도록 해요~ 

그럼 Microsoft 라이선스 정책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 기업용 Office 365 (8개) / 정부기관용 Office 365 Government / 교육기관용 Office 365 Education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