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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고관리 활용 방법과 사례 

- 사용량 측정을 통해 기준 미달 사용자의 라이선스를 자동 회수 

- 자동 회수한 수량은 재고로 관리 

- 확보된 재고는 ‘사용자 신청자산 관리자 결재백그라운드 자동 설치’순으로 진행해 라이선스 활용 

- 사례: L 기업 Acrobat Pro 53개 보유 

재고관리 기간: 2014.01.01~2014.01.31 / 정책: 임계치 월 1회 이하 사용 시 회수 

설정 기간 만료 후 기준에 적합한 Acrobat Pro 자동 회수 

회수 수량: 월 1회 이하 사용자 13명 자동 회수  13개 Acrobat Pro 재고 확보 

재고수량 13Copy를 사내 렌탈 서비스를 이용 

 2014년 2월부터 6월까지 55명의 사용자가 Acrobat Pro 사용 

42회 (55-13) 사내 렌탈 서비스 수행 

 Acrobat Pro 1EA 가격: 800,000원 / 42EA 가격: 33,600,000원 절감 

2. 재고관리의 기대효과(TCO 절감) 

- MS Visio, Project, 아래아한글, Adobe CS 군, Stand Alone 방식의 CD 제품군 등을 사내 렌탈 서비스를 

이용해 같이 관리한다면 더 큰 효과와 많은 비용 절감 가능 

- 렌탈 시 사용자 모르게 자동으로 설치/삭제되어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직접 설치/삭제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사용자 편의성을 보장 

- 재고관리를 활성화하면 S/W 사용률이 높아져 추가 구매 없이 보유수량에 맞게 S/W를 사용할 수 있으며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해 비용 절감에 탁월 

- Audit 문제가 되는 반복 설치의 흔적은 시트 이력을 이용하면 S/W의 삭제한 날짜, 실 사용자 등 확인해 

정상적인 사용을 증명함으로써 Audit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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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SW 비용 절감 효과) 대본 

안녕하세요. 모니입니다. 

오늘은 재고관리의 기대효과(S/W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고관리는 사용량 측정을 통해 자동 회수한 S/W를 재고로 활용하여 사내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재고관리 대상 S/W를 사용량 측정을 하여 기준 미달 사용자의 라이선스를 자동 회수합니다. 

자동 회수한 수량은 재고로 관리해 ‘사용자 신청자산 관리자 결재백그라운드 자동 설치’순으로 

진행되는 사내 렌탈 서비스를 이용해서 라이선스 관리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Acrobat Pro를 53Copy 보유한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Acrobat Pro 재고관리를 위해 2014.01.01~01.31까지 기간을 정해 

사용 횟수를 1회 이하 사용 시 자동 회수하는 정책을 설정합니다. 

기간 만료 후 설정한 1회 이하 사용자들의 Acrobat Pro 13Copy를 자동 회수하여 재고로 확보합니다. 

재고로 확보한 13Copy를 2014년 2월부터 6월까지 사내 렌탈 서비스를 이용해 55명의 사용자가 

Acrobat Pro를 사용했습니다. 

4개월간 42회(55명-13Copy)의 Acrobat Pro 사내 렌탈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며 Acrobat Pro 42Copy 비용인 

33,600,000원(1Copy 가격 800,000원)을 절감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내 렌탈이 가능한 Microsoft Visio, 아래아한글, Adobe CS 군, Stand Alone 방식의 CD 제품 등 

여러 S/W를 함께 재고관리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내 렌탈 시 사용자 모르게 설치되기 때문에 업무를 보는데 방해받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으며 

렌탈 만료가 되면 설치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모르게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직접 설치/삭제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사용자의 편의성을 보장합니다. 

재고관리를 활성화하게 되면 S/W 사용률이 높아져 추가 구매 없이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사내 렌탈 서비스 이용 시 염려되는 반복 설치된 흔적은 시트 이력을 보여줌으로써 Audit 위험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