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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시 접속 라이선스의 의미 

 

- 제한 없이 PC에 소프트웨어 설치가 가능하지만 CD-KEY 수량를 제한해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개수만큼 사용 가능) 

- 서버에 접속하여 CD-KEY를 할당받아 사용하는 라이선스 

(네트워크 기반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라이선스라고도 함) 

- 필요할 때마다 접속하여 사용 가능 

- 사용자 전원이 사용하지만 매일 사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이용에 적합 

대상제품으로는 Auto CAD, Solid works, Cati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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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시 접속 라이선스 관리의 필요성 

 

- 라이선스 획득 후 SW를 사용한 뒤 지속적으로 켜놓는 사용자 및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 존재 

- 한 명의 사용자가 2대 이상의 PC를 사용할 경우 각 PC에 라이선스를 할당 받을 수 있어 다른 사용자들이 

할당 받을 수 기회가 적음 

- 독점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많아 필요한 사용자는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함 

- 라이선스를 선점하기 위한 지나친 경쟁 발생 

- 예시) 4개의 Auto CAD 보유 

A, B, C, D, E, F Auto CAD 사용을 위해 설치 

A, B, C, D 사용자 Auto CAD 라이선스 획득4명의 사용자가 라이선스 획득 몇 시간 후 E, F가  

Auto CAD를 필요로 함                                                                                                                                                                                                                                                             

라이선스 할당받은 A, B는 Auto CAD를 사용하고 있지만 C, D는 라이선스를 획득한 후 

사용하고 있지 않음 

필요한 E와 F는 C, D의 Auto CAD가 회수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함 

이러한 경우가 계속되면 Auto CAD가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먼저 할당받기 위한 경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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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필요 없는 사용자가 할당 받고 필요한 사용자는 할당받지 못해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지나친 선점 경쟁이 발생돼 라이선스 활용 횟수가 저하되며 업무효율이 낮아져 결국 기업에서 

불필요한 구매를 하게 됨 

 동시 접속 라이선스를 쓰는 의미가 없음 

- 라이선스 비용 산출이 어려움 

- 업무 효율과 라이선스 비용절감을 위해 반드시 동시 접속 라이선스를 관리해야 함 

- 동시 접속 라이선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SW 비활성화, 사용자 부재 시 회수하여 라이선스 예비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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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접속 라이선스 의미와 관리 필요성 대본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온 모니입니다~ 

이번 시즌에선 동시 접속 라이선스 관리에 대해 알아볼 텐데 먼저 동시 접속 라이선스의 의미와 관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동시 접속 라이선스란 서버에 접속해 CD-KEY를 할당받아 사용하는 라이선스입니다. 

동시 접속 라이선스는 필요할 때마다 서버에 접속해 SW를 사용할 수 있으며 SW를 무제한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CD-KEY를 계약 수량만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SW 설치는 무제한이지만 SW 사용은 계약 수량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시 접속 라이선스 대상으로는 Auto CAD, Solid works, Catia 등이 있습니다. 

동시 접속 라이선스를 할당 받아 사용한 후 지속적으로 켜놓는 사용자, 장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그리고 한 명의 사용자가 2대 이상의 PC를 사용할 경우 각 PC에 라이선스를 할당 받을 수 있어 

정작 필요한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시로 4개의 Auto CAD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A 외 5명이 Auto CAD 사용을 위해 Auto CAD를 

설치했습니다. 

먼저 A, B, C, D 사용자가 Auto CAD를 사용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획득했습니다. 

할당받은 후 A와 B 사용자는 Auto CAD를 사용하고 있지만 C와 D 사용자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필요한 E와 F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의 Auto CAD가 회수될 때까지 보유수량이 없어 

사용하지 못 합니다. 

이처럼 당장 SW가 필요 없는 사용자가 먼저 할당받을 경우 SW가 필요한 사용자는 보유 수량이 없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지나친 선점 경쟁이 발생되어 라이선스 활용 횟수와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사용자들의 불만과 라이선스 구매 요청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기업에서는 불필요한 구매를 하게 되며 이런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동시 접속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으며 추후 라이선스 비용 산출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업무 효율과 라이선스 비용 절감을 위해 SW 비활성화, 사용자 부재 시 SW를 회수해 

라이선스 예비율과 동시 접속 라이선스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관리방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