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sual Studio 관리 마이그레이션 온보딩 FAQ 

업데이트 날짜: 2017 년 7 월 27 일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 마이그레이션 

1) 변경 예정 사항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몇 달에 걸쳐 Visual Studio Subscriptions(구 MSDN Subscriptions)에 대한 관리가 

변경됩니다. 지금은 볼륨 라이선스를 통해 Visual Studio Subscriptions 를 구매하고 VLSC 

포털에서 정기가입을 관리할 수 있지만, 현재 새로운 관리 포털을 만들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는 Visual Studio Subscriptions 는 새로운 포털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VLSC 에서 

제공하는 기존 작업 외에도 새로운 포털을 사용해 제한 없이 일괄 할당하고 정기가입을 

추적 및 필터링하며 Azure Active Directory(AAD)를 활용해 액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Visual Studio 관리 포털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manage.visualstudio.com. 참고: 이 마이그레이션은 MPSA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변경 이유는 무엇입니까?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 경험을 최적화하고 구매 채널과 관계없이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 경험을 단일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포털의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AAD 를 사용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UI 를 업데이트해 탐색 및 

작업의 편의성을 높여 관리자 효율성을 개선할 것입니다. 

 

3)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활성 볼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볼륨 라이선스를 통해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구 MSDN Subscriptions)를 구매한 모든 고객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4) 변경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Visual Studio Subscriptions 에 대한 

활성 볼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모든 고객이 새로운 관리 포탈로 마이그레이션할 

때까지 소규모 고객 계약을 시작으로 매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몇 달이 소요될 

것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은 2017 년 첫 번째 분기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예정된 

주보다 미리 앞서 볼륨 라이선스 고객 및 현장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5) 내 조직이 AAD 에 가입해야 합니까? 

ADD 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AAD 온보딩을 선택하면 

AAD 무료 계층을 통해 무료로 온보딩할 수 있습니다. Azure Active Directory 를 사용하면 

보안, 제어 및 장기적인 신뢰성 향상을 통해 귀하의 조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AD 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처럼 Microsoft 계정(MSA)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AAD 질문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vs-aad-onboarding@microsoft.com 을 통해 문의하세요. 

 

6) 내 조직이 언제 마이그레이션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귀하의 조직을 마이그레이션하기 1 주 전에 온보딩 프로세스를 완료하기 위한 초대 

이메일이 기본/통지 연락처에 발송됩니다. 정기가입 관리자에게도 기본/통지 연락처와 

접촉했다는 점과 성공적인 온보딩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리는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조직의 기본/통지 연락처를 찾는 방법은 아래 13 번 질문에서 

확인하세요.  

 

7) 온보딩과 마이그레이션은 다릅니까? 

네. 이 프로세스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에 앞서 귀하의 조직을 설정 

(또는 온보딩)하면 관리자로서 귀하의 업무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귀하 조직의 정보를 

마이그레이션하면 새로운 포털에서 Visual Studio Subscriptions 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통지 연락처가 마이그레이션되기 전에 온보딩하지 않는 경우 온보딩 프로세스를 

완료할 때까지 정기가입 관리자가 차단되어 정기가입을 관리할 수 없게 됩니다.  

 

8) 온보딩 프로세스는 무엇입니까? 

온보딩 프로세스를 완료하라는 초대 이메일이 기본 및 통지 연락처에 발송됩니다. 

프로세스에 대한 지침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1. PCN 찾기 및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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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을 통해 제공됩니다.*  

b. 전체 PCN 을 알려면 기본 연락처로 VLSC 에 로그인해야 합니다(PCN 찾기에 

대한 지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 PCN 을 확인한 후에는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고유 링크를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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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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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다음은 PCN 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mailto:vs-aad-onboarding@microsoft.com
https://www.microsoft.com/Licensing/servicecenter/


2. 관리자 설정 

a. PCN 을 입력한 후에 최고 관리자 및 관리자(구 정기가입 관리자)를 추가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귀하 조직의 마이그레이션 날짜 전에 완료하여 

정기가입 관리가 중단되지 않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3. 새 정기가입 관리 포털에 액세스 

a. 귀하의 조직이 마이그레이션되면 새로운 포털 액세스 및 정기가입 관리를 

시작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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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N 에 대한 고유 링크를 

사용하여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9) 최고 관리자와 관리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본/통지 연락처로 처음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최고 관리자로 설정됩니다. 최고 

관리자는 다른 최고 관리자를 추가/삭제하여 관리자가 정기가입에 액세스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으며 정기가입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 관리자는 자신 외에 다른 

최고 관리자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이전 정기가입 관리자)는 정기가입은 관리할 수 있지만, 정기가입을 관리하기 

위해 액세스 할 수 있는 사용자를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10) 정기가입 관리자로서 새로운 포털에 온보딩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귀하 조직의 기본 및 통지 연락처에 Azure Active Directory(AAD) 또는 개인 MSA가 

지원하는 직장 또는 학교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는 클릭 

가능한 고유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로그인하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 

귀하 조직의 공용 고객 번호(PCN) 또는 승인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하면 최고 

관리자로 설정되어 귀하와 같은 다른 관리자를 추가해 Visual Studio Subscriptions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11) 내 조직이 온보딩은 완료했지만, 아직 마이그레이션되지 않은 경우 정기가입을 어디서 

관리해야 합니까?  

귀하의 조직이 마이그레이션되어 새로운 포털에서 관리할 준비가 되었다는 Visual Studio 

Subscriptions의 이메일을 받을 때까지 VLSC를 통해 정기가입을 계속 관리하면 됩니다.  

 

12) 내 조직의 공용 고객 번호(PCN) 또는 승인 번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VLSC에 로그인해 다음 경로로 이동하세요. Subscriptions >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계약/공용 고객 번호 결과 아래에 있습니다. PCN 찾기에 대한 단계별 

지침은 이 도움말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누가 내 기본 또는 통지 연락처인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VLSC에 로그인해 다음 경로로 이동하세요. 라이선스 > 관계 요약 > 라이선스 ID "선택" > 

연락처. 기본 또는 통지 연락처 찾기에 대한 단계별 지침은 이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내 기본 또는 통지 연락처가 회사를 떠나거나 사용 불가능해 온보딩을 완료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원 센터에 문의하고 정기가입을 관리하기 위해 VLSC에서 사용한 이메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확인되면 온보딩 프로세스를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15) 갱신 고객은 어떻게 됩니까?  

갱신 고객은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종속성 없이 평상시와 동일하게 갱신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16)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에서 새로운 계약을 설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요. 이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는 갱신 또는 계약 체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17) 전환 중에 내 조직의 계약이 유예 기간에 해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마이그레이션됩니까? 

네. 계약이 여전히 활성 상태이면 마이그레이션됩니다.  

 

https://www.microsoft.com/Licensing/servicecenter/default.aspx
http://www.visualstudio.com/subscriptions/support/#!articles/962-6708-how-do-i-locate-my-public-customer-number-pcn-or-authorization-number
https://www.microsoft.com/Licensing/servicecenter/default.aspx
http://www.visualstudio.com/subscriptions/support/#!articles/962-6707-how-do-i-locate-my-primary-contact
http://www.visualstudio.com/subscriptions/support/


18) 현재 시스템에서 내 조직이 초과 사용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됩니까?  

네. 귀하의 조직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됩니다. 초과 사용 기능(이를 

허용하는 계약 유형의 경우)은 새로운 시스템에도 있습니다.  

 

19) 내 조직에서 하나 이상의 정기가입을 단일 사용자/이메일 주소에 할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조직은 마이그레이션됩니다. 그러나 정기가입을 추가로 해당 사용자/이메일 

주소에 할당할 수는 없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시 이메일 주소가 동일한 정기가입이 

표시되지만, 관리자는 해당 이메일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새로운 포털에서는 같은 

수준의 정기가입 여러 개를 단일 사용자/이메일 주소에 할당할 수 없습니다.  

 

20)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최신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최신 정보는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관리자 웹 페이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체 지원 정보 및 지원 연락처 정보가 

포함된 Visual Studio Subscriptions 지원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다음 몇 달에 걸쳐 이번 

전환이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자 웹 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1) 리소스 및 지원 정보:  

a. 관리자 웹 페이지 

b. Visual Studio Subscriptions 및 관리 지원 페이지 

c. Ask the Experts 가입 

d. 내 PCN 찾는 방법 

e. 내 기본 또는 통지 연락처 찾는 방법 

f. 비디오 조직 온보딩 및 관리자 관리용  

 

https://aka.ms/vs-admin
http://www.visualstudio.com/subscriptions/support/#!collections/962-subscriptions
https://www.visualstudio.com/subscriptions-administration/
https://www.visualstudio.com/subscriptions/support/
https://info.microsoft.com/en-us-wbnr-DevelopersAskTheExpertsSeries-register.html
https://www.visualstudio.com/subscriptions/support/#!articles/962-6708-how-do-i-locate-my-public-customer-number-pcn-or-authorization-number
https://www.visualstudio.com/subscriptions/support/#!articles/962-6707-how-do-i-locate-my-primary-contact
https://channel9.msdn.com/Series/Visual-Studio-Subscriptions-Administration/Onboarding-your-organization-to-the-new-Visual-Studio-Subscription-Administration-Portal-and-set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