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개요 

Windows Server 2016 은 귀사의 데이터센터에 있는 워크로드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새로운 기술을 지원하는 

Cloud-Ready 운영체제로서 기업의 비즈니스를 강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Azure-Innovation 기술과 함께 Layer 기반의 새로운 보안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에디션 개요 

Windows Server 2016 의 에디션은 최근 기업들의 비즈니스 요구에 맞게  

아래 의 내용과 같이 보다 간소하게 변경 되었습니다. 

• Windows Server 2016 Datacenter: 가상화에 집중화된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에디션  

• Windows Server 2016 Standard: 물리적 또는 소규모 가상화 환경을 위한 

에디션  

• Windows Server 2016 Essentials: 25 명의 사용자와 50 개의 디바이스까지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에디션. 이전 버전의 Foundation 에디션을 

대체하는 옵션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 Windows Server 2016 MultiPoint Premium Server: 여러명의 다중 

사용자가 한대의 컴퓨터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에디션  

(*아카데미 라이선싱으로만 사용 가능 합니다.)  

• Windows Storage Server 2016: OEM 스토리지 솔루션을 위한 전용 에디션  

OEM 채널을 통해 Standard 와 Workgroup 에디션만 가능 합니다. 

• Microsoft Hyper-V Server 2016: 하이퍼바이저를 위한 무료 다운로드 

에디션 
 

Shielded Virtual Machine, Software-Defined Networking, Storage Space Direct 

그리고 Storage Replica 의 기능은 Datacenter 에디션에서만 제공하며, 또한 

무제한 Operating System Environments(OSE or Virtual Machine)을 지원 

합니다. Standard 에디션은 2 개의 Virtual Machine 또는 2 개의 Hyper-V 

컨테이너를 지원 합니다.  

 

 

* 기업 고객도 Windows MultiPoint Premium Server 를 Standard 와 Datacenter 에디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Windows Server CAL 과 RDS CAL 을 같이 필요로 합니다. 

 

Azure Hybrid Use Benefit 
 

Azure Hybrid Use Benefit(AHUB)는 

자사의 VM 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 

하고자 할때, 기존에 투자한 Windows 

Server 라이선스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옵션 입니다.  Windows Server 

라이선스와 함께 Software Assurance 

를 구매 할 경우 온-프레미스 Windows 

Server 라이선스 를 Azure 로 이관할 수 

있는 AHUB 가 제공 됩니다.  

Azure 에서  Windows Server virtual 

machine 을 생성하기 위해 전체 비용을 

지불 하지 않고 컴퓨팅 비용만 지불 

함으로서 클라우드 사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azure.microsoft.com/ko-kr/pricing 

/hybrid-use-benefit/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Windows Server 2016 

 라이선싱 데이터시트 

https://azure.microsoft.com/ko-kr/pricing/hybrid-use-benefit/
https://azure.microsoft.com/ko-kr/pricing/hybrid-use-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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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Server 2016 에디션별 기능 차이 및 코어 기반 비용  

기능 목록 Datacenter Standard 

Windows Server 의 핵심 기능   

OSE / Hyper-V 컨테이너 무제한 2 

Windows Server 컨테이너 무제한 무제한 

Host Guardian Service   

나노 서버 *   

Storage Space Direct 와 Storage Replica 를 포함한 스토리지 기능   

Shielded Virtual Machines   

네트워킹 스택   

코어 기반 비용 ** $6,155 $882 
 

* 나노 서버를 운영환경에서 배포 및 운영 하기 위해서는 Software Assurance 가 필요 합니다. 

** 해당 가격은 16 코어에 대한 Open ERPP 라이선스 비용입니다. 실제 비용은 고객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16 라이선싱 모델 

Windows Server 2016 라이선싱 모델은 Cores + Client Access Licenses (CALs)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각 사용자 그리고(또는) 

디바이스에서 Windows Server Standard, Datacenter 또는 Multipoint 에디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Windows Server 또는 

Windows Server + Remote Desktop Services(RDS) CAL 을 필요로 합니다.  Windows Server CAL 은 사용자 단위 또는 디바이스 

단위로 모든 Windows Server 의 동일한 서버 버전 또는 이전 버전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며, 여러대의 Windows Server 에 

대한 접근을 허용 합니다. 

Windows Server Standard 와 Datacenter 에디션에 대한 라이선스 모델은 Windows Server 2016 정식 출시 후, 프로세서 

기반에서 코어 기반 라이선싱으로 변경 됩니다.  코어 기반 라이선싱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 AHUB 와 같이 Windows Server 의 

워크로드 이관 적용 그리고, 다양한 라이선스 모델 환경에서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는 일관된 라이선싱 계산법을 제공합니다. 

에디션 라이선싱 모델 CAL 필요 여부* 

Windows Server 2016 Datacenter 코어 기반 Windows Server CAL  

Windows Server 2016 Standard 코어 기반  Windows Server CAL 

Windows Server 2016 Essentials 프로세서 기반 CAL 필요 없음  

Windows Server 2016 MultiPoint Premium Server 프로세서 기반 
Windows Server CAL 

Remote Desktop Services CAL 

Windows Storage Server 2016 프로세서 기반 CAL 필요 없음  

Microsoft Hyper-V Server 2016 NA NA 
 

* Remote Desktop Service 또는 Active Directory Rights Management Services 와 같은 추가 기능은 그에 맞는 CAL 을 추가로 구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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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기반 라이선싱: Windows Server 2016 Standard 와 Datacenter 

• 서버상의 모든 물리적인 코어는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하며, 물리적인 서버의 프로세스에 포함된 코어 수에 따라 라이선스가 

적용 됩니다. 

• 각 서버는 최소한 16 코어 라이선스를 필요로 합니다. 

• 각 물리적인 프로세스는 최소한 8 개의 코어 라이서스를 필요로 합니다. 

• 코어 라이선스는 2 개의 팩(Pack) 단위로 판매 됩니다. 

• 8 개의 2-코어팩은 각 물리 서버가 필요로 하는 최소의 라이선스 단위 입니다.  각 에디션의 2-코어팩 가격은 동일한 에디션의 

Windows Server 2012 R2 가격의 1/8 비용입니다. 

• 서버의 모든 코어에 대하여 라이선스가 확보된 경우, Standard 에디션은 OSE 2 개 또는 Hyper-V 컨테이너 2 개 까지 사용할 

수 있은 권한을 지원 합니다.  그리고 VM 2 개가 추가 될 때 마다 서버의 모든 코어에 대한 라이선스를 다시 획득해야 합니다. 

• Windows Server 2016 Datacenter 와 Standard 에디션의 16-코어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은 동일하게 해당되는 Windows 

Server 2012 R2 에디션의 가격과 동일합니다.   

• 기존에 Software Assurance 를 가지고 있는 서버는 문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코어 권한을 허가 받게 됩니다. 

 

2-코어 팩 기준의 라이선스 구조 

(프로세서당 최소 8 코어, 서버당 최소 16 코어 필요) 

Physical cores per processor 

         2                    4                   6                    8                  10 

  

 

 

라이선스 비용 

추가로 필요한 라이선스 

(Standard 에디션은 필요에 따라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SA 계약 고객의 라이선스 변화  

Software Assurance 계약이 유지되어 있는 고객은 갱신 계약 전까지는 Windows Server 2016 이 정식 출시된 이후라도 프로세서 

기반의 라이선싱 방식에서 코어 기반의 라이선싱 방식으로 변경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로세서에서 코어로 전환: 코어 허용 기준 

• Software Assurance 가 유지되는 고객은 Windows Server 2016 출시 이후, 갱신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Windows Server 2016 으로 

언제든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Server 2016 의 정식 발매 이후, Software Assurance 에 대한 갱신 계약을 하게 되면 코어 기반 라이선싱 으로 전환 

됩니다. 

• Software Assurance 계약을 가지고 있는 고객은 갱신 계약 시점에 프로세서당 8 개 코어, 그리고 2 프로세서 장착 서버당 16 코어로 

전환된 라이선스 허가를 받게 됩니다. 

8 8 8 8 8 

8 8 8 8 10 

16 16 16 16 20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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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Server Standard 에디션 라이선스에 Software Assurance 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2 개 이상의 OSE 를 실행 하더라도 추가 

OSE 를 위한 라이선스 허가를 받게 됩니다. 단, 만약 재고조사(Inventory 수집)을 하지 않은 경우, Software Assurance 가 적용되는 

2 개의 프로세서 라이선스에 대해 프로세서당 8-코어 그리고 서버당 16-코어 라이선스 (2-코어 팩 8 개)가 제공됩니다.  

 

Software Assurance 가 유지되어 있는 고객이 Windows Server 2016 으로 전환할 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존 라이선스 유지 

권한을 제공 받습니다. 

 

 
 

코어 권한 허가 기준   

• Windows Server 2016 정식 출시 후, 고객은 라이선스 계약 갱신 시점에 코어기반의 라이선스 권한을 허가 받습니다.  

• 코어 권한 허가는 프로세서 당 8 개 이상의 코어 그리고 서버당 16 개 보다 많은 수량에 대하여 라이선스 허가를 받습니다.  

• 현재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고객은 Software Inventory Logging (SIL) 또는 3rd Party 재고조사 툴 등을 이용하여 고객 내부 

환경에 대한 자체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데이터를 마이크로소프트와 공유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될 

재고조사 자료는 Windows Server 가 설치된 운영환경상의 하드웨어에 대하여 해당 서버, 프로세서 및 코어정보가 포함된 재고 

목록에 시간/날자 스템프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 자체 재고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고객사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버는 Standard 와 Enterprise 에디션에 대하여 프로세서당 8 코어 

그리고 서버당 16 코어 대한 라이선스만 허가 받게 됩니다. 

 

 

 

( ≤8 기준) 프로세서당 8 코어/서버당 16 코어 보다 작거나 같은 

코어 수를 가지고 있는 서버:  

( >8 기준) 프로세서당 8 코어/서버당 16 코어 보다 큰 코어 수를 

가지고 있는 서버: 

• 고객은 프로세서당 8 코어 그리고 서버당 16 코어에 대한 

권한을 허가 받습니다. 

• Windows Server 2012 R2 의 2 프로세서 가격과 비교하여 비용 

차이가 없습니다.  Windows Server 2016 의 Standard 와 

Datacenter 에 대한 16 코어 라이선스의 가격은 Windows 

Server 2012 R2 의 2 프로세서에 대한 각 에디션 가격과 동일 

합니다. 

• 고객은 프로세서당 8 코어, 그리고 서버당 16 코어 보다 많은 

코어에 대하여 라이선스(L) 권한을 허가 받습니다. 

(No price impact on ‘L’ for incremental cores) 

• 고객은 Software Assurance 갱신 할 때 추가 코어에 대한 

비용을 지불 해야 합니다. 

(Customers pay SA on incremental cores)  

정식 출시 

Windows Server 2016 정식 출시 이전  Windows Server 2016 정식 출시 이후 

갱신 계약 트루-업 계약 갱신 계약 트루-업 계약 

프로세서 기반 라이선싱: 

• Windows Server 2016 

출시전 갱신 계약은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프로세서 

기반의 라이선싱 모델을 유지 

합니다. 

프로세서 기반 라이선싱: 

• Windows Server 2016 

출시전 트루업으로 구매된 

서버는 다음 갱신계약 때 

까지 프로세서 기반의 

라이선싱 모델을 유지 

합니다. 

코어 기반 라이선싱: 

• 고객의 구매 기준은 코어 

기반 라이선싱 모델로 전환 

됩니다. 

갱신 계약전: 트루업은 여전히  

프로세서 기반의 라이선싱 

모델을 유지 합니다. 

갱신 계약후: WS2016 정식 

출시 후, 갱신 계약을 하면 

트루업은 코어 기반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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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Server 2016 의 서비스 가이드라인   

서비스 모델은 고객이 선택하는 설치 옵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나노 서버를 설치 하는 고객은 Windows 10 과 같이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모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릴리즈 되는 서비스 모델은 Current Branch for Business (CBB)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서비스 접근 방식은 혁신에 빠르게 대응하거나 클라우드에 관심이 높은 고객을 지원 하기에 적합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환경에서 나노 서버를 배포 및 운영 하기 

위해서는 Software Assurance 를 필요로 합니다.  

5 년의 기본 기술지원 기간과 이후 추가 5 년의 연장 지원 기간을 제공하는 Long Term Servicing Branch (LTSB) 모델은 Windows 

Server 2016 을 데스크톱 또는 서버코어와 같은 사용자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및 IT 담당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설치 옵션 

입니다.  

 

설치 옵션 LTSB 서비스 모델  CBB 서비스 모델 

Server with Desktop Experience Yes No 

Server Core Yes No 

Nano Server No Yes 

 

추가 자세한정보를 아래 URL 를 확인하세요. 

http://www.microsoft.com/windowsserver2016 

© 2016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This data sheet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Microsoft makes no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with respect to the information presented he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