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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트 이력을 활용한 TCO 절감 방법 

- SW를 할당 받고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를 확인해 SW 회수하여 필요한 사용자에게 할당해 

불필요한 구매를 줄일 수 있음 

2. 시트 이력을 활용한 TCO 절감 예시 

 

1) 시트이력 도입 전 

1-1) Photoshop CS5제품 3Copy 구매 – A, B, C 할당 

- A  2013.05.28 Photoshop CS5 할당 

- B  2013.05.28 Photoshop CS5 할당 

- C  2013.05.28 Photoshop CS5 할당 

(B, C는 할당 받았지만 사용하고 있지 않음) 

1-2) 사용하지 않는 B, C 삭제 후 D, E에게 할당 

- B  2014.01.02 Photoshop CS5 삭제 

- C  2014.01.02 Photoshop CS5 삭제 

- D  2014.01.06 Photoshop CS5 할당 

- E  2014.01.06 Photoshop CS5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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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dobe Photoshop CS5를 설치 및 삭제 후 재 설치과정에서 회사의 공인 IP, 

사용자 컴퓨터 명 등의 데이터가 Adobe 서버로 전송 

1-4) 실제 설치 수량 0 Copy / Adobe 설치 수량 5 Copy 

실제 불법 수량 0 Copy / Adobe 기준 불법 수량 2 Copy 

1-5) 반박할 증거자료가 없어 2 Copy 추가 구매해야 함 

 Photoshop CS5 2 Copy 가격: 약 2,900,000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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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트이력 도입 후 

2-1) Photoshop CS5제품 5 Copy 구매 – A, B, C, D, E할당 

- A  2013.05.29 Photoshop CS5 할당 

- B  2013.05.29 Photoshop CS5 할당 

- C  2013.05.29 Photoshop CS5 할당 

- D  2013.05.29 Photoshop CS5 할당 

- E  2013.05.29 Photoshop CS5 할당 

2-2) F, G, H, I, J Photoshop CS5 필요 

- 시트 이력을 활용해 미사용 사용자 Photoshop CS5회수 

- D/E Photoshop CS5 미사용  회수 

- 회수한 Photoshop CS5 F, G 할당 

▶ F  2014.01.08 Photoshop CS5 할당 

▶ G  2014.01.08 Photoshop CS5 할당 

- H, I, J Photoshop CS5 3 Copy만 추가 구매하여 2014.01.10일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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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dobe Photoshop CS5를 설치 및 삭제 후 재 설치과정에서 회사의 공인 IP, 사용자 컴퓨터 명 

등의 데이터가 Adobe 서버로 전송 

2-4) 5 Copy – A, B, C, F, G 설치 / 3 Copy 추가 구매 – H, I, J 설치 

 Adobe사 집계 카운트 수량: 10 Copy 

 Adobe사 구매 요청 수량 2 Copy  실제 불법 수량 0 Copy 

 

2-5) 시트 이력 활용 

- 할당 받은 후 사용하고 있지 않은 D와 E Photoshop CS5 회수 

▶ 회수한 Photoshop CS5 를 필요한 F와 G에게 할당 

- F, G, H, I, J가 필요한 Photoshop CS5를 할당해 주기 위해선 5 Copy 추가구매 해야 하지만 

D, E 의 미사용 SW를 회수하여 회수한 SW를 F, G에게 할당해 주고 부족한 SW 3Copy는 

추가 구매함 

2 Copy를 추가 구매해야 하지만 시트 이력을 사용하여 사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 

 Adobe Photoshop CS5 2 Copy 약 2,900,000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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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트 이력을 활용한 효과  

1) 미사용 라이선스를 필요한 사용자에게 할당해주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라이선스 관리가 가능하고 

정확하게 재고관리가능 

2) 시트 이력을 활용하지 않은 기업 및 기관은 설치/삭제 이력에 대한 정확한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Adobe사의 추가 구매 요청을 거부 할 수 없어 불필요한 구매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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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이력을 활용한 TCO 절감 효과 대본 

모니 

안녕하세요! 모니입니다~ 

지난 시리즈에서 Adobe 시트 활용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시트 이력을 활용하여 TCO 절감 효과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 

TCO 절감에도 시트이력을 활용하나요? 

모니 

네~ 시트이력을 활용하면 SW를 할당 받고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를 확인하여 SW를 회수함으로써 

필요한 사용자에게 할당해 불필요한 구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시트 이력을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시부터 알아볼까요? 

모니 

회사 및 기관에서 Photoshop CS5를 3Copy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Photoshop CS5를 2013.05.28일 A와 B 그리고 C가 설치했습니다. 

설치 후 사용하지 않는 B와 C의 Photoshop CS5를 2014.01.02일 삭제하여 Photoshop이 필요한 

D와 E가 2014.01.06일 설치하였습니다. 

Adobe Photoshop CS5를 설치 삭제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공인 IP, 사용자 컴퓨터 명 등의 데이터가 

Adobe 서버로 전송됩니다. 

실제 설치 카운트는 3Copy이지만 Adobe사의 집계 카운트는 5Copy로 집계되어 Adobe사에서 회사에 

2Copy 추가 구매 요청을 합니다. 

기업 및 기관은 반박할 수 있는 설치/삭제 증거 자료가 없어 결국 Photoshop CS5 2Copy를 추가 구매해 

약 2백9십만원 손해를 입게 됩니다. 

클라 

반박할 증거가 없어 꼼짝없이 Adobe Photoshop CS5를 2Copy 추가 구매해야겠네요~ 

그럼 시트 이력을 도입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모니 

회사 및 기관에서 Photoshop CS5를 5Copy 구매하여 2013.05.29일 5명에게 Photoshop CS5를 할당해주었습니다. 

관리자는 사용량 현황을 확인해 할당을 받고 사용하지 않는 Photoshop CS5 2Copy를 회수하여 재고 수량으로 

남겨 두었고 이후 새로운 5명이 Photoshop CS5 사용 요청을 하여 2014.01.08일 재고 수량 2Copy를 2명에게 

할당 하고 Photoshop CS5 3 Copy를 추가 구매해 나머지 3명에게 2014.01.10일 할당해주었습니다. 

시트 이력을 확인하면 Photoshop CS5 2Copy를 회수하여 새로운 2명에게 할당해 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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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매 없이 2Copy 가격인 약 2백9십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이력 관리되어 Audit시 설치흔적에 대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모니 

예시로든 사례는 수량이 적지만 SW 구매 수량이 많은 기업 및 기관에서 재고활동 즉 SW 재활용이 

일어난다면 더 큰 효과가 예상 됩니다. 

클라 

시트 이력을 도입하면 도입 전과 다르게 미사용 시 회수하여 필요한 사용자에게 할당해줄 수 있군요! 

모니 

네 그렇습니다~ 

미사용 라이선스를 필요한 사용자에게 할당해주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라이선스 관리와 정확한 재고관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