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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고관리란 무엇인가? 

- 기업 및 기관의 능률적, 생산적인 활동을 위해 S/W 보유량으로 임계치를 설정해 제하는 것 

2 재고관리의 필요성 

- 현재 기업 및 기관에서는 사용자들이 S/W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불가능 

- 새로운 사용자가 S/W를 필요로 할 경우 구매를 하거나 다른 사용자 PC에 설치된 S/W를 삭제한 후 

새로운 사용자가 설치하는 방법으로 관리 

 이런 방법으로 관리할 경우 Audit 위험이 있으며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S/W를 구매하게 되어 

비용 낭비를 하게 됨 

※ 재고관리를 활용하면 사용량이 낮은 사용자의 소프트웨어를 회수해 재고로 두었다 필요한 사용자에게 

재고로 남겨둔 제품을 재활용하여 할당해줌으로써 S/W 비용이 절감 

3. 재고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 모든 S/W가 재고관리 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른 PC에 설치/삭제가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전사 계약이 된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제품 

- 기업 및 기관의 환경에 맞게 재고관리 대상 S/W 선택 

4. 재고관리 방법 

① 월별 사용량을 통한 강제회수(수동) 

- 재고관리 대상을 월별로 사용량 현황 확인 가능 

- 기준 월, 총 사용기간, 실사용 기간 등 데이터 현황 확인 가능 

- 데이터를 이용해 할당을 받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용자 확인 가능 

EX) 사용량 현황 

제품 사용자 기준 월 
총 

사용시간 

실사용 

시간 

총 

사용일수 

사용일 

평균 

(총 사용시간) 

사용일 

평균 

(실사용 시간) 

한글 

2010 

홍길동 3월 205 120 20 10.25 6 

고순희 3월 1 1 1 1 1 

이철수 3월 53 18 25 2.1 0.7 

김영희 3월 104 33 26 4 1.3 

나애리 3월 0 0 0 0 0 

- 엑셀 데이터를 확인하면 고순희와 나애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과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고순희와 나애리의 한글 2010을 회수하여 한글 2010 2Copy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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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간 설정을 통한 자동 회수 

- 사용량 측정 기간/ 총 사용일수/ 총 사용시간 등 담당자가 임계치 설정 

- 미사용 회수가 아닌 사용 중인 라이선스의 회수 조건을 세분화하여 효율적인 자동 회수 진행 

- 라이선스 기간 만료 시 자동 회수 

EX) 한글과 재고수량을 대여 관리를 통해 재활용 

1. 사용기간을 2014.03.03~2014.03.03 설정 

2. 기간 내 총 사용일수와 총 사용시간 설정 

3. 라이선스 대여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회수/미 회수 설정 

5. 회수된 재고 재활용 

- 재고는 관리하다 필요한 사용자가 있을 시 대여로 재활용하여 관리 

- S/W 회수하여 필요한 사용자에게 할당해줌으로써 불필요한 구매를 줄여 비용 절감에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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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관리 대본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즌으로 새롭게 돌아온 모니입니다! 

이번 시즌은 시즌 5의 연장인 재고관리, 대여, 이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재고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재고관리란 기업 및 기관에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위해 SW 라이선스 수량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기업 및 기관에서는 S/W를 할당받은 사용자들의 S/W 사용량 확인이 불가능하여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용 유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W를 구매하는  

불필요한 비용 낭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S/W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S/W를 삭제한 후 새로운 사용자가 재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수동 관리가 힘들고 부정확해 Audit 위험성이 있습니다. 

재고관리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S/W를 회수하여 보유 재고로 확보해 필요한 사용자에게 

할당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S/W가 다 재고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PC에 설치/삭제가 불가능한 S/W, 전사 계약된 S/W를 제외한 S/W만 가능하며 재고관리를 하는 

기업 및 기관에서는 자사 환경에 맞는 재고관리 대상 S/W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고관리 방법으로는 사용량 현황을 통한 회수가 있습니다. 

먼저 회수 개념에 대해 알아볼까요? 

회수는 S/W를 할당받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있는지 기준 월, 총 사용기간 등  

데이터 현황을 확인해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의 S/W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량 현황을 통한 회수는 라이선스 회수 기간과 조건을 세분화 설정한 후 설정 기간이 지나면 

조건에 적합한 S/W는 자동 회수됩니다. 

예를 들어 A 기업 담당자는 사용량 현황을 통한 회수를 이용해 재고관리를 한다면 

먼저, 사용 측정 기간을 2014.03.03 ~ 2014.03.28로 설정하고, 

기간 내 총 사용일수를 5회 이하, 총 사용시간을 10분 이하일 경우 회수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설정한 기간이 지나면 3월 한 달 동안의 한글 2010을 사용한 사용자의 사용량 데이터 현황을 볼 수 있고 

한글 2010 미사용자, 총 사용일수 5회, 총 사용시간 10분 이하로 설정한 S/W 사용자들의 S/W가 

자동 회수되며 보유 재고로 확보하여 추후 새로운 사용자에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 기간 측정을 통해 사용자들이 사용량 현황을 알 수 있고, 세부 설정을 통해 자동 회수하기 때문에 

수동 관리보다 쉽고 정확하여 Audit에 대한 사전 예방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구매가 없기 때문에 

비용절감에 탁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