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프로세스(자동 설치-삭제) 

작성자: 컨텐츠 관리자 소유권: 계영티앤아이 

 

대여프로세스(자동 설치-삭제) 

1. 소프트웨어의 설치 시 불편사항 

2. 자동 설치/삭제  

3. 대여기능(자동 설치/삭제)적용 시 문제점과 대응방안 

4. 장점 

  



 

대여프로세스(자동 설치-삭제) 

작성자: 컨텐츠 관리자 소유권: 계영티앤아이 

 

1. 소프트웨어의 설치 시 불편사항 

- 일 년에 10번 대여할 경우 10번을 설치/삭제해야 해 번거롭고 불편 

- 한글 설치 시간 10분/Photoshop 설치 시간 15분/Auto CAD 설치 시간 약 40분 이상 소프트웨어 설치 

소요시간이 길어 사용자 업무 효율 저하 

- 소프트웨어 설치 시 설치 화면이 발생해 업무에 영향을 끼침 

2. 대여 프로세스 

① 자동 설치 

- 대여할 때마다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 해결 

- 사용자 모르게 설치되기 때문에 업무에 방해를 주지 않아 업무 효율 향상 

[EX] 대여 신청한 Adobe illustrator가 대여 기간에 맞춰 자동 설치 

사용자 모르게 설치(백그라운드 설치)되기 때문에 업무 방해를 받지 않음 

설치 완료 시 설치 알림 창 발생 

② 자동 삭제 

- 대여 기간이 만료되면 설치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모르게 소프트웨어를 회수하여 자동 삭제 

3. 대여 기능 적용 시 문제점 및 대응 방안 

- 삭제 후에도 흔적이 남아 있음 

- 대여를 이용하면 소프트웨어 설치-삭제를 반복한 횟수만큼 회사IP/컴퓨터 명이 벤더사로 전송되어 

소프트웨어 설치 카운트 증가 

- Adobe사에서 설치 수량만큼 구매 요구  Audit 공문 발송 

- 시즌5에서 배운 시트 이력에서 설치/삭제 날짜, 실사용자 등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사용을 증명함으로써 

Audit 대응 

4. 장점 

- 대여할 때마다 설치하기 번거롭지 않으며 편리하게 설치/삭제 가능 

- 확실한 소프트웨어 대여 관리 가능 

- 설치/삭제하는 동안 업무방해가 없기 때문에 업무의 질 향상 

- 문제점인 흔적과 설치 수량에 대한 것은 시트 이력에서 이력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Audit에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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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프로세스(자동 설치-삭제) 대본 

안녕하세요. 모니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대여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대여란 약속한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빌려 사용해 기간이 만료되면 반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여를 신청하면 신청한 횟수만큼 직접 설치/삭제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설치 화면이 발생되기 때문에 업무를 볼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설치 

소요시간이 길수록 업무에 더 많은 불편 끼칩니다. 

한글오피스 설치 소요시간은 10분, Photoshop은 15분, Auto CAD는 약 40분 이상 설치 시간이 걸리는데 

Auto CAD처럼 소요시간이 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경우 설치 시간만큼 업무를 볼 수 없어 사용자의 

업무 효율이 저하됩니다. 

이에 반해 대여 기능의 자동 설치를 이용해 대여 신청을 하면 신청 기간에 맞춰 자동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대여를 할 때마다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치 화면이 나타나 업무를 방해하는 일 없으며 사용자 모르게 설치되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더라도 업무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 신청한 Illustrator가 대여 기간에 맞춰 자동 설치되면 Illustrator는 설치 화면, 알림 창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 모르게 설치되기 때문에 업무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알림 창이 발생해 사용자에게 설치가 끝났음을 알려줍니다. 

설치 후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설치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모르게 소프트웨어를 회수하여 자동 삭제 시킵니다. 

대여 기능의 자동 설치/삭제를 이용하면 설치/삭제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편리하게 소프트웨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했던 흔적이 남으며 설치-삭제를 반복한 횟수만큼 IP/컴퓨터 명이 벤더사로 전송되어 

설치 카운트에 집계되기 때문에 벤더사에서는 설치수량과 보유수량이 다르다 판단해 부족한 수량만큼 

구매를 요구하는 Audit 공문을 해당 기업 및 기관에 보냅니다. 

Audit 공문을 받은 기업 및 기관은 시즌5에서 배운 시트 이력을 이용해 소프트웨어의 설치/삭제한 날짜, 

실 사용자 등을 확인해 정상적인 사용을 증명함으로써 Audit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 설치/삭제를 하면 편리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Audit에 문제가 되는 설치 흔적은 

시트 이력을 통해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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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재고관리, 대여, 자동 설치/삭제를 이용한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