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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과 DSP 관리 방안 

1. OEM & DSP 란? 

-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 DSP (Delivery Service Pack (COEM)) 

- OEM과 DSP 라이선스 특징 

2. 업그레이드와 다운그레이드 

- 다운그레이드 가능 에디션 

- 업그레이드 가능 에디션 

3. 관리방안 

- PC 구입 시 

- Windows EA 계약 시 주의 사항 

- 서버 구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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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M & DSP 란?  

 

* OEM과 DSP란 PC 또는 서버를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Microsoft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한 유통과정상의 

규칙 중 하나 

①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 PC 생산업체에서 PC 와 함께 판매하는 제품 (대기업) 

- CD 또는 DVD 등의 미디어는 포함되지 않음 

② DSP (Delivery Service Pack (COEM)) 

- 조립 PC를 취급하는 중소 업체를 위한 제품 (ex. 용산전자 상가) 

- CD 또는 DVD 등의 미디어 포함 (증서) 

③ OEM과 DSP 라이선스 특징 

- 해당 PC의 메인보드와 수명이 같음 메인보드 변경 시 사용권 소멸 

- 사용 중인 PC에 설치 불가 (PC 구매 시 제조사에 의해 설치된 형태로 제공) 

- 불법 단속 시 해당 H/W에 COA(정품 인증서) 스티커가 붙어있어야만 정품으로 판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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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그레이드와 다운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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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운그레이드 가능 에디션 

- Windows 8 Pro 

- Windows 7 Professional / Ultimate 

- Windows Server 2008 Standard / Enterprise (동일한 에디션으로 다운그레이드 가능) 

 

② 업그레이드 가능 에디션 

- 일반적으로는 업그레이드 불가 

- EA 계약 또는 볼륨 라이선스 구매 시 업그레이드 가능(특정 에디션 이상인 경우) 

- Windows XP – Professional / Windows Vista – Business / Windows 7 – Professional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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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 방안 

① PC 구입 시 

- PC 구입 시 구매하는 OEM OS의 에디션이 Pro 이상이면 다른 버전의 OS로 다운그레이드 가능 

- EA 계약을 통해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격 OS가 아닌 Home Edition은 구입 제한 

② 서버 구입 시 

- 라이선스로 구매하지 않고 DSP로 서버 OS를 구매하는 경우 가격은 저렴하지만 Microsoft사의 

기술지원은 받을 수 없어 서버의 수명에 따라 판단하여 구매 (기술 지원은 H/W판매 업체가 제공해) 

 

③ Windows EA 계약 시 주의 사항 

- OS 사용권에 대해서 MS와 EA 계약 시 볼륨 라이선스의 업그레이드를 적용할 수 없는 

Home Edition 등은 제외해야 함 

ex) 회사 사용 PC 1000대 

노트북 – 200대 (Windows XP Home OEM) +노트북 – 200대 (Windows Vista Home Premium OEM) 

데스크탑 – 600대 (Windows XP Professional) 

 1000대에 대해서 EA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적격 PC(업그레이드 가능한) 600대에 대해서만 

EA 계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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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과 DSP 관리 방안 대본 

모니 

안녕하세요~ 모니입니다~ 저번 시리즈에서는 폰트 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봤었습니다. 

클라 

저번 시리즈에서 알려주신 폰트 관리 방안으로 사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폰트를 일괄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니 

그럼 이번 시리즈에서는 OEM과 DSP가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클라 

OEM, DSP는 생소한데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모니 

네~ OEM, DSP란 PC 또는 서버를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Microsoft가 자체적으로 규정한 유통과정상의 

규칙 중 하나입니다. 

먼저 OEM은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의 약자로 대기업 PC 생산업체에서 PC와 함께 판매하는 

라이선스입니다. CD 또는 DVD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DSP는 Delivery Service Pack의 약자로 시즌 2(2-1-ms라이선스정책)에서 설명한 COEM과 같습니다. 

용산 전자상가 등 조립 PC를 취급하는 중소업체를 위한 라이선스며 CD 또는 DVD 등의 미디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클라 

OEM은 대기업 PC, DSP는 조립 PC를 위한 라이선스군요! 그럼 이 라이선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모니 

첫째, 해당 PC의 메인보드와 수명이 같습니다. 메인보드를 변경하면 사용권이 소멸됩니다. 

둘째, PC 구매 시 제조사에서 설치해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 중인 PC에 설치는 불가합니다. 

셋째, 불법 단속 시 해당 PC에 COA라는 정품 인증 스티커가 붙어있어야 정품으로 판단합니다. 

클라 

COA 스티커가 없으면 불법 단속을 당하게 되겠네요! 스티커를 분실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겠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구입한 PC에 Windows7 professional이 OEM으로 제공되었는데요. 

Vista로 다운그레이드가 가능할까요? 

모니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에디션으로만 다운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에디션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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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Windows 7 OEM 버전을 다운그레이드 하고자 할 경우 먼저 사용 중인 에디션을 확인합니다. 

Windows 7 Professional 에디션은 Vista Business로  Ultimate 에디션은 Vista Ultimate로 다운그레이드 가능합니다. 

단, Home Basic, Home Premium 에디션은 다운그레이드가 불가합니다. 

서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Windows Server 2008 Standard R2 에디션이라면 2003 Standard Edition으로 다운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Enterprise, Datacenter 에디션, 그리고 Small Business Server 2008 Premium, Standard도 동일한 에디션으로 

다운그레이드 가능합니다. 

클라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동일 에디션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한 것인가요? 

모니 

일반적으로 업그레이드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EA 계약을 하거나 볼륨 라이선스를 구매했다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집니다. 

클라 

시즌 2 Microsoft 라이선스 정책에서 알아본 EA 계약 말이군요! 

모니 

그렇습니다~ 홈에디션을 제외한 Windows XP는 Professional, Vista는 Business, 7은 Professional 에디션 

이상일 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클라 

PC 구매 시 홈에디션이 아닌 다운그레이드가 가능하고 EA 계약을 통해 업그레이드도 가능한 Professional 

이상의 OEM으로 구매해야겠네요! 

모니 

그리고 서버 구입 시 라이선스로 구매하지 않고 DSP로 서버 OS를 구매하는 경우 가격은 저렴하지만 

MS사의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서버의 수명에 따라 판단하여 구매해야 합니다. 

클라 

그럼 EA 계약으로 OS 라이선스를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모니 

볼륨 라이선스의 업그레이드를 적용할 수 없는 Home Edition 등은 제외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내에서 사용 중인 노트북 200대는 Windows XP 홈에디션 OEM, 250대는 Vista Home Premium OEM이고 

데스크탑 600대는 Windows XP Professional OEM이면 1050대 모두 EA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적격 PC인 600대만 EA 계약으로 OS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클라 

아~ 적격 PC 수량을 잘 확인해서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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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 

그렇습니다~ 

SW 자산관리 툴로 사내 PC에서 사용 중인 OS와 에디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EA 계약 시 활용하면 편리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