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Adobe Audit 이슈로인해
S/W 자산관리솔루션도입필요성대두

S/W 자산관리솔루션도입을통해
불법 S/W 사용위험및 Audit Risk 해결

S/W 자산관리 솔루션 도입을 통해 불법 S/W 예방 및 Audit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향후지속적인재고관리를통해TCO 절감효과를기대

※ 재고관리 Workflow



S/W 회수를통한재고확보및대여를통한재고활용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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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S/W 중 사용량측정및담당자인터뷰를 통해서대상선정

설치현황분석

재고관리가능
제품여부파악 제품후보군선정

및담당자인터뷰
제품선정

재고관리대상제품

저작권사 제품군 용도 활용

Adobe Acrobat 사무용 문서 작성 • PDF 문서/양식 작성
• 문서 보호

한글과컴퓨터 한글 사무용 문서 작성 • 문서/양식 작업

Microsoft

Project 프로젝트 / 직무 관리 • 프로젝트 과제 및 기타 업무 진척도 관리
• 보고서 및 Dashboard, 타임라인 관리

Visio 다이어그램 / 배치도 작성 • 정보, 아이디어, 프로세스 등을 시각적 다이어그램으로
변환하여 관리

※ 이 외 제품은 고객사 S/W 사용 환경에 따라서 추가 가능. (ex. SPSS, Adobe CS 제품군 등)

재고관리대상선정 Flow

• 보유 대비 초과 설치 여부
• S/W 자동 설치/자동 삭제

가능 여부



제품군 측정기간 사용대수 총사용시간 총사용횟수

Microsoft Project 4 개월
(2013.11 ~ 2014.02)

33 대 853.2 시간 185 회

선정된 제품의 사용량 분석을 통해미사용및임계치미달사용분을회수하여 재고 확보

사용량측정결과

재고회수
※ 사용량 측정은 제품의 Edition 구분 없이 제품군 기반으로 요약함.

미사용 : 20

월1회이상사용 : 15 월1회미만사용 : 18

회수 재고확보
38

총 : 53

사용대수 : 33

기간내
사용대수

미사용회수재고 임계치미달회수재고 총재고확보

20 18 38



재고관리 제품에 대해 대여로 관리한 경우, 보유량 내에서 활용하여

추가 S/W 구매비용절감

대여관리를통한 TCO 절감효과예시

제품 월 재고수량 대여수량 재고가동률 TCO 절감효과

Microsoft
Project

2013 년 11 월 38 76 200% 3,040 만원

2013 년 12월 38 88 231% 4,000 만원

2014 년 01 월 38 94 247% 4,480 만원

2014 년 02 월 38 102 268% 5,120 만원

평균 38 90 237% 4,160 만원

※ 위 예시 자료는 다음 사항을 가정함.
- 단가 : 800,000원 / 1EA
- 대여기간 : 4개월
- 재고 가동률 : (대여수량-재고수량)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