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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라이선스 정책 이해하기 

1. Adobe 라이선스 정책인 CLC와 TLP란? 

2. CLP아 TLP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권한 

3. Adobe의 대표적인 패키지 제품 

4 에디션 별 제품 범위 

5. 효과적인 에디션 사용을 위한 사용 제품 파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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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obe의 라이선스 정책인 CLP와 TLP란? 

- CLP (Cumulative Licensing Program) 
* 초기 구매 및 향후 2년간 할인등급을 적용 받는 회원제 프로그램 

계약기간: 2년 

제품 범위: 모든 Adobe 데스크톱 제품 

업그레이드 플랜/유지 관리 서비스: 선택가능 

- TLP (Transactional Licensing Program) 

* 회원가입과 장기 계약 없이 구매 시 가격 할인되는 프로그램 

계약기간: 해당 없음 

제품 범위: 모든 Adobe 데스크톱 제품 

업그레이드 플랜/유지 관리 서비스: 없음 

* 업그레이드 플랜이란? 

- 계약기간 동안 구매한 제품을 항상 최신버전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업그레이드 옵션 

2. CLP와 TLP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권한 

- CLP과 TLP 모두 다운그레이드 가능 

- CLP - 업그레이드 가능 (업그레이드 플랜을 구매한 경우) 

TLP - 업그레이드 불가 

3. Adobe의 대표적인 패키지 제품 

- Creative Suite은 6 기준으로 4개의 에디션이 존재 

- Design Standard / Design & Web Premium / Production Premium / Master Collection 

4. 에디션 별 제품 범위 

- 에디션 구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가 정해짐 

- 단품 구매시보다 패키지로 구매하는 것이 가격적으로는 저렴하지만 사용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함께 

구매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5. 효과적인 에디션 사용을 위한 사용 제품 파악 방법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툴을 이용하여 하위제품들에 대한 자동화된 사용량측정을 통해 추 후 구매를 

신청한 사용자에게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해야 함 

ex) 사용자는 Master Collection 을 신청하지만, 업무 특성상 Design Standard 제품을 사용해도 되는 경우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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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라이선스 정책 대본 

모니: 안녕하세요~ 모니입니다~ 

 지난 시리즈에서는 Microsoft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Adobe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 같이 알아볼까요? 

클라: 그렇지 않아도 사내에서 Adobe 프로그램을 구매 요청하여 

 라이선스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모니: 우선 Adobe 볼륨 라이선스 정책에는 TLP와 CLP가 있습니다. 

TLP는 회원가입이나 장기계약 없이 구매 시 구매 수량에 따라 가격 할인이 되는  

라이선스 프로그램 입니다. 

 라이선스 구매를 간소화 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Adobe 제품을 대량 구매 할 경우에는 CLP라는 프로그램으로 계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CLP는 회원제 프로그램으로 구매 후 2년간 할인등급을 적용 받습니다. 

또한 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 플랜 및 유지관리 서비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기업에서는 TLP보다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가 가능합니다. 

클라: 아~ 

 중소규모 사업장은 TLP로, 대기업은 CLP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군요! 

 그런데 Adobe 제품들도 저번 시리즈에서 알아 본 Microsoft 제품들과 같이 

 기능별로 에디션이 구분되어 있나요? 

모니: 네~ Adobe의 대표적인 패키지 제품 Creative Suite은 버전 6 기준으로 

 Design Standard, Design & Web Premium, Production Premium, Master Collection 

 의 4개의 에디션이 있습니다. 

 각각의 에디션은 그림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품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패키지로 구매하는 것이 가격적으로는 저렴하지만 

 사용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함께 구매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클라: 사용할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에디션으로 구매해야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을까요? 

모니: SW 라이선스 관리 툴을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에디션의 하위제품들에 대한 자동화된 사용량측정을 

통해 추후 구매를 신청한 사용자에게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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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많은 제품을 포함하는 Master collection 에디션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지만 누적 사용량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등 정도만 측정 되는 경우 다음 업그레이드 시 사용량이 높은 제품만 

포함된 Design standard 에디션을 구매하여 상당한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용량이 파악이 되지 않으면 잘못된 에디션 구매로 인한 예산 낭비가 있을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