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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udit대비/대응방법 

 

  - 경기 침체와 라이선스 매출 감소로 S/W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라이선스 감사를 진행 

      -> S/W 제공회사, S/W 이용 회사 사이에 분쟁이 심각 

- iMON Searcher Tool을 이용하여 Audit에 대비할 수 있지만, 사용 흔적을 지우려면 경로를 찾아 

하나하나씩 지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솔루션을 도입하면 SW에 대한 설치 일자와 설치 프로그램, SW 삭제일자와 삭제 프로그램을 알 수 있고 

현재 SW 실 사용자 시트이력을 이용하여 Audit에 대응 가능 

2. 시트이력 정의 

- 보유한 S/W 라이선스의 개수만큼 시트 생성 가능 

- 보유 S/W의 시트 별 설치/삭제 날짜, 사용자 등 상세이력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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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트이력 활용 

 

예제 

- 2012.10.13 photoshop6 1Copy 구매 

2013.04.02 A 설치 -> 2013.06.05 A 삭제 

2013.06.10 B 설치 -> 2013.09.06 B 삭제 

2013.09.12 O 설치 -> 실사용자 O 

- 삭제 후 재 설치 과정에서 회사의 공인 IP, 사용자 컴퓨터 명 등의 데이터가 Adobe 서버로 

전송돼 재 설치한 숫자만큼 카운트가 증가 

보유 SW 수보다 설치수량이 많으면 Adobe Audit 공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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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obe Audit 공문을 받았을 경우 Audit Tool을 이용해 Adobe 제품 설치현황, 구매 라이선스 증서 및 

현황 파악, 전사 인원 현황 및 pc 현황, 서버 위치 등 조사 

- Audit 시 시트이력을 이용하여 A, B, O가 언제 설치하고 언제 삭제했는지, 실사용자가 O 양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 Audit에 대응 가능함 

4. 리포트 엑셀 출력 

- 시트이력을 엑셀로 저장하여 Adobe에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 

5. 솔루션 도입 후 효과 

- Audit을 받아도 시트이력에서 누가 무슨 프로그램을 언제 설치하고 언제 삭제하였는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Audit에 대응 가능하며 따로 구매 없이 현재 수량을 

최대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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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자산관리 솔루션 – 시트이력 활용 대본 

모니 

안녕하세요~ 모니입니다! 

시즌 4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정의 및 단속과 주요 저작권사 라이선스 정책, Adobe-Microsoft Audit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클라 

지난 시즌에서 S/W 라이선스 감사(Audit)에 대한 지식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모니 

그렇죠~ 이번 시즌 5에서는 Audit에 대비/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와 라이선스 매출 감소로 인해 글로벌 벤더사들은 적극적으로 라이선스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저작권사와 이용회사 사이의 분쟁이 심각합니다. 

클라 

불법 SW에 대한 저작권사들의 Audit이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지난 시즌 4-3에서 배웠던 iMON Searcher Tool을 활용하면 Audit에 대비할 수 있지 않나요? 

모니 

네~ iMON Searcher Tool을 활용하여 Audit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흔적을 지우려면 경로를 찾아 들어가 하나하나씩 지워야 하는 번거로움 있고 특정 벤더사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iMON Searcher Tool 외의 방법으로 SW 자산관리 솔루션이 있습니다. 

솔루션 도입 후 시트이력을 활용하여 보유 SW 설치/삭제 일자, 라이선스 실사용자 등을 알 수 있어 

Searcher Tool보다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Audit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클라 

그렇군요~ 그런데 시트이력은 무엇인가요? 

모니 

시트이력이란 보유 SW의 설치/삭제 날짜, 사용자 등의 정보를 통해 S/W 구매에서 폐기까지의 상세 이력을 

볼 수 있어 Audit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Adobe Photoshop 제품을 1copy를 구매하였습니다. 

A라는 사용자가 2013년 04월 02일 설치를 진행하고 2013년 06월 05일 삭제했으며 

B라는 사용자는 06월 10일 설치를 진행하고 2013년 09월 06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09월 12일 C라는 사용자가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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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3명의 사용자가 Photoshop 삭제 후 재 설치 과정에서 회사의 공인 IP, 사용자 컴퓨터 명 등의 

데이터가 Adobe 서버로 전송됩니다. 

처음 설치했던 1Copy와 재 설치한 2Copy, 총 3Copy의 설치 카운트가 집계되고 해당자료를 바탕으로 

Adobe사로부터 Audit 공문을 받게 됩니다. 

회사는 공문을 받은 후 Audit 진행 시 시트이력을 활용하여 A, B, C가 사용한 Photoshop을 언제 설치하고 

언제 삭제했는지, 실사용자가 C가 맞는지 확인하여 정상적인 사용을 증명함으로써 Audit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이력을 엑셀로 저장하여 Adobe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클라 

네~ 그렇군요! 

시트이력을 활용하면 보유 SW에 대한 정확한 이력을 알 수 있어 Audit에 대응하기 좋겠어요! 

모니 

그렇습니다~ 

Audit에 대비/대응하기 위해서는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SW 자산관리 솔루션을 도입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