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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본 가이드는 Visual Studio Subscription 관리자가 그들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Visual Studio 

Subscriptions를 할당 및 관리해 귀하의 조직에서 Visual Studio Subscription 구매에 따른 최고의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관리자는 본 가이드가 볼륨 라이선스 또는 MPSA를 통해 구매한 다른 유형의 라이선스를 제외한 

Visual Studio Subscription 관리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볼륨 라이선스를 통해 

구매한 다른 유형의 라이선스는 볼륨 라이선스 서비스 센터에서 계속 관리하며 MPSA는  Microsoft 

비즈니스 센터(BCP)를 통해 라이선스를 계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본 가이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Visual Studio 

Subscriptions 지원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자의 역할 및 책임 

Microsoft 제품 및 서비스 가격 할인을 대가로 귀하의 조직은 Visual Studio Subscriptions와 관련한 

특정 책임 및 제한 사항에 동의합니다.  

Visual Studio 관리자의 4가지 주요 책임: 

1. Visual Studio Subscriptions의 혜택 및 제한 사항 이해. 혜택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로 

하드웨어 비용을 절감하고 사전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자별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2. 명명된 특정 개인에게 Visual Studio Subscriptions 할당 및 사용 장려. Visual Studio 

Subscriptions를 명명된 특정 개인에게 할당하는 것이 계약 조건입니다. 할당된 개인을 계속 

관리해 그들이 Visual Studio Subscription에 액세스하고 Visual Studio Subscription에 포함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사전 프로덕션 환경을 정확하게 인벤토리. 이는 Visual Studio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각자 Visual Studio Subscription을 통해 올바른 라이선스 사용 권한을 

갖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4. 사용자 할당 변경 추적 및 일정에 따라 추가 라이선스 취득. Microsoft 볼륨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Visual Studio Subscriptions 사용 및 할당 방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본 계약에 명시된 대로 소프트웨어 사용 및 사용자 할당 변경을 추적하고 일정에 

따라 추가 라이선스 주문을 처리해야 합니다. 

http://www.visualstudio.com/subscriptions/support/
http://www.visualstudio.com/subscriptions/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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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Studio Subscriptions 혜택 및 제한 사항 

개발 팀원들은 Visual Studio Subscriptions를 사용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함으로써 다른 

소프트웨어를 설계, 개발, 테스트, 평가 및 시연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Subscriptions 소프트웨어는 

프로덕션 환경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Visual Studio Subscriptions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기반 라이선스 

MSDN 플랫폼 및 모든 수준의 Visual Studio Subscriptions는 사용자별로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품 및 서비스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설치, 구성 또는 액세스)하는 각 개발 팀원은 사용자별로 Visual Studio 

Subscription이 필요합니다. 

무제한 설치 

각 라이선스 사용자는 장치 수와 관계없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 테스트, 평가 및 시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대의 데스크톱에 

대해서만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Microsoft Office는 제외합니다. Visual Studio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는 직장, 가정, 학교 그리고 고객 사무실의 장치 또는 

제3자가 호스팅하는 전용 하드웨어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환경 사용 

용도로 고안되지 않음 

Visual Studio Subscriptions 소프트웨어는 승인 테스트 또는 피드백 이상을 

위해 최종 사용자가 액세스하는 환경,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환경, 재해 복구 또는 프로덕션 백업을 지원하는 환경 또는 최대 작업 기간 

동안 프로덕션에 사용되는 환경을 포함해 프로덕션 환경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Visual Studio 라이선스 백서 

https://www.visualstudio.com/subscriptions/에 명시된 특정 정기가입 수준에 

대한 특정 혜택은 예외입니다.  

라이선스 재할당 

사용자가 팀을 떠나 라이선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90일이 경과한 

후에 라이선스를 재할당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재할당하는 경우 이미 

사용한 제품 키는 교체되지 않습니다. 볼륨 라이선스 서비스 센터(VLSC)의 

기능과 다른 기능입니다. Pluralsight와 같이 사용한 혜택은 재설정됩니다.   

최종 사용자에 대한 

예외 

일반적으로 최종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마지막에 응용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응용 프로그램이 릴리스에 필요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사용자 승인 테스트(UAT)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후원자 또는 제품 관리자와 같은 팀 구성원이 최종 사용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Subscription이 없는 최종 사용자도 모든 Visual Studio 

라이선스 조건에 부합하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UAT용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주 역할이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 

테스트인 누군가가 "최종 사용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https://microsoft.sharepoint.com/teams/dtms/Business%20Planning/Free%20Program%20and%20'Cloud'%20Subscriptions%20RM/Engineering%20connection/Migration/Admin%20Migration/Admin%20Readiness/Subscriber%20Updates%20for%20Admins/Visual%20Studio%20Licensing%20White%20Paper.
https://microsoft.sharepoint.com/teams/dtms/Business%20Planning/Free%20Program%20and%20'Cloud'%20Subscriptions%20RM/Engineering%20connection/Migration/Admin%20Migration/Admin%20Readiness/Subscriber%20Updates%20for%20Admins/Visual%20Studio%20Licensing%20White%20Paper.
https://www.visualstudio.com/subscri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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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프로덕션 환경 인벤토리 사용 

Visual Studio Subscriptions는 장치가 아닌 사용자를 계산하여 자산 관리를 단순화합니다. 

참고: Visual Studio 관리자는 Visual Studio Subscriptions를 명명된 특정 개인에게 할당해야 합니다. 

Dev1, Dev2, 또는 Dev3와 같은 명명 규칙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전 프로덕션 환경의 인벤토리 사용을 단순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사용자 할당 검토. Microsoft는 Visual Studio Subscription 할당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Visual Studio 관리 포털이라는 웹 사이트를 제공합니다. 

•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 기반 Active Directory를 사용하여 사용자 나열. Active Directory를 

사용하여 사용자 액세스를 관리하는 경우 Directory 구성원 자격을 사용하여 개발 및 테스트 

사용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 인벤토리 시스템에 자동화된 도구 사용. 또한, 소프트웨어 자산을 관리하고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전 프로덕션 환경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인벤토리 도구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Microsoft System Center를 사용하는 많은 고객은 명명 규칙을 

만들어 인벤토리 프로세스 중 이 부분을 자동화합니다. 

• 수동 조정 지원 받기. 개발 및 테스트 사용자와 개발 및 테스트 환경 조정을 지원하는 직원을 

등록합니다.  

대규모 팀 및 외부 계약자를 위한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자는 Visual Studio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각 사용자가 

각자의 Visual Studio Subscription을 통해 올바른 라이선스 사용 권한을 갖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부 팀 

현대 소프트웨어 조직에는 여러 그룹의 이해 관계자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용자 

인벤토리 및 변경 추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 그룹의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모든 조직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개발에 관여하는 팀의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팀.  

• 비즈니스 팀, 제품 소유자 및 비즈니스 분석가 포함. 

• 프로젝트 관리 팀.  

• 품질 팀, QA 직원 및 수동 테스터 포함. 

• IT 운영, 사전 프로덕션 및 실험실 인프라 관리자 포함. 

https://manage.visualstud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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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계약자 및 파트너 

외부 계약자는 라이선스를 통해 Visual Studio 라이선스 환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인증 

파트너는 내부용으로 몇 가지 Visual Studio Subscriptions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기가입에는 고객용 사용자 지정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수익 창출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트너들이 제공하고 귀하가 마련해야 하는 라이선스를 설명하는 인증서를 파트너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사용자 할당 변경 추적 및  

일정에 따라 주문 처리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자는 볼륨 라이선스 계약 또는 Microsoft 제품 및 서비스 계약에 

명시된 대로 Visual Studio 사용을 추적하고 일정에 따라 사용량 증가에 따른 주문을 처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 포털에서는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 및 사용한 

라이선스를 보여주는 유용한 추적기를 사용하여 이와 같은 작업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의 상위 워터 마크 

귀사의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구입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 즉시 적용됩니다: 

• 라이선스가 사용자에게 할당된 경우. 

• 사용자가 Visual Studio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전체 구매 의무는 사용의 상위 워터 마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워터 마크는  

일일 사용자 할당 또는 Visual Studio 소프트웨어 사용자 중에서 더 높은 지점을 의미합니다. 

1.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자는 Visual Studio Subscriptions를 개인에게 할당하여 사용의 

상위 워터 마크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자는 원래 할당 시점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다른 

정기가입자로 정기가입을 재할당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워터 마크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항상 기존 정기가입을 먼저 제거한 다음 새로운 정기가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세요. 

3.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자는 한 할당에서는 감소를 다른 할당에서는 증가를 

의미하는, 개인에 대해 할당된 정기가입 수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기가입자에게 할당된 

정기가입 수준을 낮추는 경우 해당 개인은 더 높은 수준의 정기가입에만 포함되는 모든 

항목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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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라이선스 및 오픈 밸류 

Microsoft 오픈 라이선스 또는 오픈 밸류와 같은 다른 Microsoft 볼륨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가입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용자(직원 또는 외부 계약자)가 Visual Studio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시작한 달에 추가 사용자에 대한 주문을 처리해야 합니다. 

기업, MPSA 및 Select Plus 계약 

Microsoft 기업 계약(EA), MPSA 및 Select Plus 계약을 통해 장기적인 Visual Studio 소프트웨어 사용 

및 라이선스 방법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관리자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계약 기간 동안 확인된 사용의 상위 워터 마크에 맞추기 위해 매년 트루업을 해야 합니다.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 포털 사용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 포털을 사용할 때 다음을 명심하세요. 

  

 Visual Studio Subscriptions는 사용자별로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각 정기가입자는 개발 및 

테스트에 필요한 경우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구매한 Visual Studio Subscription에 따라 각 정기가입자에게 하나의 정기가입 

수준만 할당하세요. 정기가입 수준이 둘 이상 할당된 정기가입자가 있는 경우 설정을 

편집하여 하나만 할당되도록 하세요.  

 정기가입이 업그레이드되거나("스텝업" 라이선스 구매 후) 더 낮은 수준으로 갱신되는 

경우 정기가입자의 정기가입 수준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정기가입자 간에 정기가입을 공유하지 마세요. 정기가입 혜택(소프트웨어 개발 및 테스트, 

Microsoft Azure, e-학습,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정기가입을 할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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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 포털 액세스 

MPSA 고객의 경우: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 포털에 액세스하려면 Microsoft 비즈니스 센터 포털 또는 BCP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관리 사용자 퀵 스타트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관리자 권한으로 이미 설정된 경우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 포털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https://manage.visualstudio.com.  

볼륨 라이선스 고객의 경우:  

2017년 3월 1일 현재 아직 포털 온보딩 및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처리 중인 고객은 볼륨 

라이선스 서비스 센터(VLSC)에서 정기가입을 관리해야 합니다. VLSC에서의 정기가입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LSC의 Visual Studio Subscriptions 이해 및 VLSC의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를 

참조하세요.  

새로운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 포털에 액세스하려면 관리자 권한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설정하려면 귀하 조직의 볼륨 라이선스 계약 기본 또는 통지 연락처에 필요한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 포털 온보딩 및 관리자 관리에 대한 문서를 참조하세요.  

관리자 권한으로 이미 설정된 경우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 포털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https://manage.visualstudio.com.  

관리자 역할 이해 

볼륨 라이선스 고객을 위한 새로운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 포털은 두 개의 다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기본/통지 연락처 역할 및 현재 VLSC의 정기가입 관리자 역할과 

유사합니다.  

https://mvlc.blob.core.windows.net/en-us/MVLC_QS_Manage_Users.pdf
https://manage.visualstudio.com/
https://www.microsoft.com/Licensing/servicecenter/default.aspx
https://www.microsoft.com/Licensing/servicecenter/default.aspx
https://www.visualstudio.com/wp-content/uploads/2016/11/Understanding-Visual-Studio-Subscriptions-Administration-Guide-for-VLSC.pdf
https://www.visualstudio.com/wp-content/uploads/2016/11/Managing-Visual-Studio-Subscriptions-Administration-Guide-for-VLSC.pdf
https://channel9.msdn.com/Series/Visual-Studio-Subscriptions-Administration/Onboarding-your-organization-to-the-new-Visual-Studio-Subscription-Administration-Portal-and-setting
https://www.visualstudio.com/subscriptions/support/?c=Visual+Studio+Administration+Migration
https://www.visualstudio.com/subscriptions/support/?c=Visual+Studio+Administration+Migration
https://manage.visualstud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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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관리자: 우선 조직을 설정하는 즉시 기본 또는 통지 연락처가 기본적으로 최고 관리자가 

됩니다. 기본 또는 통지 연락처는 추가로 최고 관리자 또는 관리자를 선택해 할당할 수 있습니다. 

최고 관리자에게는 정기가입자 추가 및 제거 외에 다른 관리자를 추가 및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두 개 이상의 최고 관리자가 있는 경우 보안을 위해 마지막 두 개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관리자는 최고 관리자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최고 관리자가 그들에게 할당한 

계약에서 정기가입자 관리를 위해 액세스합니다.  

귀하의 조직 온보딩 

귀하의 조직이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 포털에 온보딩할 준비가 되면 온보딩 프로세스를 

완료하기 위해 기본 및 통지 연락처를 초대하는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새로운 포털에 온보딩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프로세스에 대한 연습을 

원하시면 관리자 온보딩 비디오 또는 지원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PCN 찾기 및 로그인 

a. 고유 링크 및 공용 고객 번호(PCN)의 마지막 3자리가 기본 및 통지 연락처에 

이메일을 통해 제공됩니다. *  

b. 전체 PCN을 알려면 기본 연락처로 VLSC(PCN 찾기에 대한 지침을 볼 수 있는 장소: 

여기)에 로그인 해야 합니다.  

c. PCN을 확인한 후에는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고유 링크를 선택해야 

합니다. 직장/학교 계정(귀하의 조직이 AAD에 있는 경우) 또는 Microsoft 

계정(MSA)(귀하의 조직이 AAD에 없는 경우)을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d. 그런 다음 PCN을 입력해야 합니다.  

2. 관리자 설정  

a. PCN을 입력한 후에 새로운 시스템에 최고 관리자로 등록되며, 다른 최고 관리자 및 

관리자(이전 정기가입 관리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면 조직의 마이그레이션 날짜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3. 새 정기가입 관리 포털에 액세스 

a. 귀하의 조직이 마이그레이션되면 새로운 포털 액세스 및 정기가입 관리를 

시작하도록 새로 추가된 최고 관리자 및 관리자를 초대하는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참고: 기본 또는 통지 연락처에 하나 이상의 이메일이 수신되는 경우 하나 이상의 PCN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각 이메일에 명시된 PCN에 대한 고유 링크를 사용하여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 

https://channel9.msdn.com/Series/Visual-Studio-Subscriptions-Administration/Onboarding-your-organization-to-the-new-Visual-Studio-Subscription-Administration-Portal-and-setting
https://support.microsoft.com/help/4013931/visual-studio-subscriptions-administrator-migration-process
https://support.microsoft.com/help/4015163/visual-studio-subscriptions-administrator-migration-locate-the-pcn


 

11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 가이드 

새로운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 포털에 추가되어야 하지만, 귀하의 기본/통지 연락처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VLSC에 로그인한 후 이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VLSC에서 기본/통지 

연락처를 찾는 단계는 이 문서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이미 설정된 경우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 포털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https://manage.visualstudio.com.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 포털 사용 

이제 관리자가 볼륨 라이선스 및 MPSA를 통해 구매한 Visual Studio Subscriptions를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 포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 조직의 계약 유형에 따라 

레이아웃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경험 및 기능은 동일합니다. 포털을 통해 

모든 Visual Studio 정기가입자를 추가, 제거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 포털에 로그인 시 랜딩 페이지입니다. VLSC에서 새로운 포털로 마이그레이션한 

정기가입자는 로그인하면 모든 정기가입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icrosoft.com/Licensing/servicecenter/default.aspx
https://support.microsoft.com/help/4015168/visual-studio-subscriptions-administrator-migration-primary-contact
https://manage.visualstud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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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 

 Visual Studio Subscriptions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1. 정기가입자 탭은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 포털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관리 포털의 관리 

정기가입자 탭에서 단일 사용자 추가, 사용자 편집, 배치 한 번에 여러 사용자 업로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배치 업로드는 이후 섹션에서 설명). 한 개 이상의 

계약을 책임지는 경우 계약 간에 전환할 수 있는 드롭다운 필드에 계약 번호가 표시되므로 귀하 

조직의 모든 정기가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볼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최근에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 포털로 마이그레이션한 경우 아래와 같이 빈 화면 대신에 귀하의 

정기가입자 정보가 미리 채워집니다.  

*참고: 최고 관리자인 경우 관리 정기가입자 및 지원 문의 탭뿐만 아니라 관리 관리자 탭이 

포함되어 화면이 약간 다르게 표시됩니다. 본 가이드의 스크린샷은 관리자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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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가입자 탭 이해 

정기가입을 할당하면 정기가입자 탭에서 다음을 포함하여 정기가입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정기가입자의 성과 이름. 

 이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 

 정기가입자에게 할당된 정기가입 수준. 

 정기가입자에게 정기가입이 할당된 날짜.  

 정기가입 만료일. 

 옵션 텍스트 설명. 

 정기가입자 다운로드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여부의 표시.  

 정기가입자 거주 나라. 

 관리 포털의 할당 커뮤니케이션 이메일에 대한 언어 기본 설정. 

 로그인을 제외한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다른 이메일 주소에 대한 옵션 필드.  

 

이 페이지의 왼쪽에서 각 계약에 대해 귀하의 조직에서 구매, 할당 및 아직 사용 가능한 정기가입 

라이선스 수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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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정보 탭 이해 

현재 확인하고 있는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부 정보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 

탭은 계약 상태, 구매 계정, 조직 세부 정보, 기본 연락처(VLSC), 최고 관리자(사용 가능한 경우)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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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사용자 할당 

Visual Studio Subscriptions에 대한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라이선스를 새로운 

사용자에게 할당해 정기가입 혜택에 액세스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단일 Visual Studio 정기가입자를 할당하려면 표 상단의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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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정기가입자에 대한 양식 필드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귀하의 조직에서 Azure Active 

Directory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 필드가 현재 Directory에서 사용자를 찾는 검색 기능 역할을 

하므로 검색 결과에서 올바른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해당 사용자의 이름, 로그인 이메일 및 알림 이메일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귀하의 조직에서 로그인하는 데 사용한 이메일과 다른 이메일로 수신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 

이메일을 입력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제외한 커뮤니케이션에 다른 이메일을 

사용하시겠습니까?"라고 표시된 하이퍼링크를 선택합니다.  

 

이 정기가입자가 Visual Studio Subscriptions 포털에 로그인하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기타 

모든 정기가입 서비스 및 리소스(Microsoft Azure, Visual Studio Team Services, Xamarin 및 

Pluralsight 교육, 기술 지원 및 기타 포함)에 액세스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 다운로드  확인란을 

선택했는지 확인하세요. 이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하면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에는 

액세스할 수 없지만, 정기가입에 포함된 기타 모든 혜택에 대한 액세스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완료되면 추가를 클릭합니다. 

 

http://www.my.visualstud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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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가입자를 추가한 후에 추가 지침이 포함된 할당 이메일이 새로운 정기가입자에게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상단 메뉴의 다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해 언제든지 할당 이메일을 다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정기가입 정보 편집 

1. 정기가입자의 정보를 편집해 오류를 수정하거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정기가입자의 이메일 주소를 편집하면 기존 혜택이 재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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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가입자를 편집하려면 마우스를 올릴 때 정기가입자의 이메일 주소 옆에 표시되는 생략 

부호(...)를 선택합니다. 드롭다운이 표시되고, "편집"을 선택해 정기가입자의 세부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의 정기가입자 행을 두 번 클릭하면 편집 창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2. 대화 상자가 열리면 정기가입자의 성, 이름, 국가, 언어 및 다운로드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정기가입자 정보를 편집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참고: 정기가입자에 대한 정기가입 수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포털에서 해당 사용자를 삭제하고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해당 필드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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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정기가입자 제거 

회사를 떠나거나 프로젝트를 완료하거나 새로운 업무 역할로 바뀌는 등 정기가입자에게 Visual 

Studio Subscription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기가입자의 정기가입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정기가입을 다른 개인에게 다시 할당하는 경우 이전 사용자가 

사용한 제품 키 및 요청하지 않은 제품 키는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모든 혜택은 재설정됩니다.  

1. 제거하려는 정기가입자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여러 정기가입자를 선택해 제거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거하려는 정기가입자를 각각 클릭하거나 CTRL 및 A키를 선택하여 모든 

정기가입자를 선택해 제거합니다. 

 

2. 선택된 정기가입자를 삭제하려면 삭제를 클릭합니다. 삭제를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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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정기가입자 검색에 필터 사용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 포털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에 따라 특정 정기가입자 

하위 집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기가입자 이름, 이메일 주소, 정기가입 수준 및 기타 다양한 

정보로 목록에서 정기가입자를 필터링해 찾을 수 있습니다.  

1. 특정 정기가입자 그룹을 검색하려면 표 상단의 필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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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터링에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필드가 표시됩니다. 검색 근거로 사용할 기준을  

선택한 다음 찾기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조건과 일치하는 정기가입자 목록이 표시됩니다. 

 

"초과 사용된" 정기가입 라이선스 처리 

정기가입자가 추가된 후 주문이 변경되어 귀사에서 소유한 라이선스보다 더 많은 정기가입이 

할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기가입자 탭에 경고가 표시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초과 사용 시나리오는 오픈 라이선스 프로그램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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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과 사용 라이선스를 해결하려면 경고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해당 정기가입 수준에 할당된 

정기가입자가 필터링된 목록 및 초과 사용된 만료일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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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한 경우 정기가입자를 제거하여 초과 사용 라이선스를 수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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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페이지 왼쪽의 개요가 업데이트되어 귀하가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다시 표시되며 모든 초과 

사용 알림이 사라집니다.  

 

만료된 정기가입 처리 

사용자의 정기가입이 만료되면 포털에서 사용자 이름 옆에 빨간색 바가 표시됩니다. Visual Studio 

Subscription 혜택을 계속 사용할 정기가입자에 대한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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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가입을 갱신하려면 볼륨 라이선스 리셀러 또는 Microsoft 판매자에게 문의하세요. 계약 번호 

및 구매 계정 번호를 제공해 주세요. 리셀러 또는 Microsoft 판매자가 정기가입 갱신 또는 추가 구매 

프로세스를 안내합니다. 주문을 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면 새로운 정기가입을 사용할 수 있고, 

정기가입자에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일괄 할당을 사용하여 여러 정기가입자 추가 

일괄 업로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한 번에 여러 정기가입자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일괄 업로드 프로세스 시작 

1. 여러 정기가입자를 한 번에 추가하려면 정기가입자 탭으로 이동합니다. 상단의 리본에서 일괄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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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업로드 템플릿 작성  

1. 정기가입자를 업로드하기 위해 일괄 할당에서 Microsoft Excel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템플릿을 

다운로드 하려면 여러 정기가입자 업로드 대화 상자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항상 이 템플릿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하세요. 이전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일괄 업로드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2. Excel 스프레드시트에서 정기가입을 할당하려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필드에 기입합니다. 참조는 

선택적 필드입니다. 템플릿의 일부분이라도 잘못 기입하는 경우 문제를 설명하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완료되면 하드 드라이브에 파일을 저장하세요. 

원활한 업로드를 위해 다음 모범 사례를 준수하세요. 

 양식 필드에 쉼표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자 이름 등 양식 필드 전후에 공백을 제거합니다. 

 사용자의 성과 이름 사이에 추가 공백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예: 시스템에서 

추가 공백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Maggie May”를 “Maggie  May”로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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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업로드 템플릿 업로드 

1.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 포털로 돌아가서 여러 정기가입자 업로드 대화 상자에서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저장한 Excel 파일로 이동합니다.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업로드 진행 상황이 표시됩니다.  

 

일괄 업로드 템플릿에서 오류 처리 

템플릿에 오류가 있는 경우 업로드가 실패합니다. 오류 위치 및 오류의 정확한 유형이 표시되므로 

템플릿을 수정하고 일괄 업로드를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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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가 성공하면 정기가입자 목록이 표시되고 업로드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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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편집을 사용하여 여러 정기가입자 편집 

일괄 편집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여러 정기가입자를 한 번에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업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거나 다운로드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기로 한 조직에 주로 사용됩니다. 

정기가입 수준(예: Enterprise, Professional 등) 및 정기가입 GUID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이러한 항목이 

변경된 상태에서 업로드를 시도하면 업로드가 실패합니다.   

일괄 편집 프로세스 시작 

1. 여러 정기가입자를 한 번에 편집하려면 정기가입자 탭으로 이동합니다. 상단의 리본에서 일괄 

편집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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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편집 템플릿 작성 

1. 일괄 할당과 마찬가지로 정기가입자 정보를 편집하기 위해 일괄 편집에서 Excel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정기가입자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정기가입자 현재 목록을 다운로드하려면 일괄 

편집 상자에서 이 Excel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2. 그런 다음 파일을 로컬에 저장하면 파일을 쉽게 찾아 업로드 전에 필요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업로드하려면 정기가입 수준 또는 정기가입 GUID를 편집하지 마세요. 

편집하면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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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편집 템플릿 업로드 

1.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 포털로 돌아가 일괄 편집 대화 상자에서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저장한 Excel 파일로 이동합니다.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업로드 

진행 상황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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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일을 업로드하면 성공했다는 알림이 표시됩니다.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자용 리소스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자들에게 흥미로운 추가 링크 및 리소스가 몇 가지 있습니다. 

 Visual Studio Subscriptions를 관리하려면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https://manage.visualstudio.com  

 Visual Studio 관리 및 정기가입 지원 

 기본 또는 통지 연락처 찾기 

 PCN(공용 고객 번호) 또는 승인 번호 찾기 

 새 포털로 온보딩 및 관리자 설정(비디오) 

 Microsoft 제품 및 서비스 계약 웹 사이트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개요 

 볼륨 라이선스 및 제품 사용 권한(PUR) 

 Visual Studio Subscriptions 비교 

일반적인 배포 시나리오에 대한 라이선스 요구사항에 대한 전체 설명은 Visual Studio 라이선스 

백서를 확인하세요.  

https://manage.visualstudio.com/
https://www.visualstudio.com/subscriptions/support/
https://support.microsoft.com/help/4015168/visual-studio-subscriptions-administrator-migration-primary-contact
https://support.microsoft.com/help/4015163/visual-studio-subscriptions-administrator-migration-locate-the-pcn
https://channel9.msdn.com/Series/Visual-Studio-Subscriptions-Administration/Onboarding-your-organization-to-the-new-Visual-Studio-Subscription-Administration-Portal-and-setting
http://www.microsoft.com/en-us/licensing/mpsa/default.aspx
https://www.visualstudio.com/subscriptions/
http://www.microsoft.com/en-us/licensing/product-licensing/products.aspx
https://www.visualstudio.com/vs/compare/
http://www.microsoft.com/visualstudio/licensing
http://www.microsoft.com/visualstudio/lic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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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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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결정됩니다. Software Assurance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서비스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상충되는 

경우 볼륨 라이선스 계약의 계약 조건과 특정 Software Assurance 혜택이 적용되는 계약 조건이 우선합니다. 자격 기준 및 현재 혜택 프로그램 규칙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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