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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라이선스 관리 방법 및 효과 

1.  동시 접속 라이선스 관리 방법 

- 통제 정책 설정 

- S/W 자동 회수 

- 자동 회수 시 임시 저장 

- 회수 및 사용 이력 현황 

2.  동시 접속 라이선스 관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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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시 접속 라이선스 관리 방법 

 

① 동시 접속 라이선스 관리 

- 동시 접속 라이선스 관리를 위해 자동 회수 임계치 설정하여 임계치에 도달한 사용자의 라이선스 

자동 회수 또는 정책에 따른 자동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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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라이선스 자동 회수 

- 비활성화/사용자 부재 시 설정한 경고 창  회수 창  라이선스 회수 순으로 이루어짐 

- 자동 회수는 임계 수량 초과 사용/비활성화/사용자 부재로 설정 또는 세 가지 모두 적용 가능 

- 임계치 설정 회수: 라이선스 임계 수량을 설정해 임계 수량을 넘을 시 비활성화/사용자 부재 라이선스 

자동 회수 

- 비활성화 회수: 프로그램 창이 설정 시간 이상 비활성화 시 라이선스 회수 

- 사용자 부재 회수: 설정 시간 이상 키보드/마우스의 움직임이 없으면 사용자가 자리에 없다 판단해 

라이선스 회수 

- 관리자 강제 회수: 관리자는 필요시 사용 중인 라이선스를 강제회수 가능 

③ 세션 유지 

- 사용자 부재 시 라이선스 회수 후 세션 유지 모드 발생 

- 사용자는 자리에 돌아온 후 ‘제품 사용’ 선택을 하면 라이선스를 재 할당받아 작업 가능 

(사용자 편의성 향상)  

-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종료 (작업 내용은 라이선스 회수 시 자동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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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동 회수 시 임시 저장 

- 세션 모드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작업 내용 자동 저장 

(기본 폴더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폴더에 작업 내용 저장) 

 

⑤ 회수 및 사용 이력 현황 

- 비활성화/사용자 부재 시 회수한 라이선스와 관리자에 의해 강제 회수 라이선스 이력 확인 가능 

- 실시간으로 라이선스 사용 현황 조회 가능 

- 기간을 설정해 조회 가능 

⑥ 그래프 

- 시간별 사용량, 회수 수량, 자동 회수, 수량 제한 수량이 보기 쉽게 그래프화되어 있어 사용량 현황 

파악이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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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시 접속 라이선스 관리 효과 

- 라이선스 획득 후 S/W를 사용한 뒤 지속적으로 켜놓은 사용자,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들의 

라이선스를 자동 회수하여 독점치 못하게 함 

- 독점하는 사용자들이 없어 지나친 선점 경쟁 해소 

- 동시 접속 라이선스 리사이클이 활발해 예비율 증가 

- 라이선스 필요 사용자는 회수되기를 기다렸다 사용할 필요 없이 라이선스 즉시 사용 가능 

- 라이선스 자동/강제 회수가 되어 운영 관리가 수월 

- 불필요한 구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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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라이선스 관리 방법 및 효과 대본 

안녕하세요! 동시 접속 라이선스 관리 방법과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온 모니입니다. 

동시 접속 라이선스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라이선스를 미리 할당받고 독점하는 사용자가 많아 

선점 경쟁이 심하여 정말 필요한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업무 효율과 라이선스의 가용성 향상을 위해 동시 접속 라이선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동시 접속 라이선스 솔루션으로 관리 시 가장 먼저 경고 창 발생 시간과 자동 회수 시간의 임계치를 설정합니다. 

경고 창은 라이선스가 비활성화 상태로 설정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발생하며 동시 접속 라이선스 자동 회수는 

설정한 임계치에 도달한 사용자의 라이선스를 회수해 예비 라이선스로 활용합니다. 

자동 회수 방법으로 임계치 설정 회수/ 비활성화 회수/ 사용자 부재 회수와 관리자 강제 회수가 있습니다. 

임계치 설정 회수란 라이선스 사용수량이 설정한 임계 수량을 초과하면 라이선스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비활성화 회수는 사용 중인 라이선스 프로그램 창이 설정한 임계치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라이선스를 

회수합니다. 

사용자 부재 회수는 키보드/마우스 움직임이 설정 임계치 이상 없으면 사용자가 자리에 없다 판단해 

라이선스를 회수합니다. 

관리자 강제 회수는 사용 중인 라이선스를 관리자가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수 방법들로 라이선스가 회수된 사용자 화면은 세션 모드로 전환됩니다. 

세션 모드 전환 시 계속 사용을 원할 경우 라이선스 재할당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작업 내용은 자동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력 현황에서 사용 현황, 회수현황 등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지정 기간 및 지정 라이선스 현황 조회가 

가능해 사용자들의 라이선스 사용률과 자동 회수된 사용자 등 확인이 가능하며 시간별 사용량, 회수량, 

자동 회수 등 실시간 사용 현황 보기 쉽게 그래프화되어 있어 사용량 현황 파악에 용이합니다. 

동시 접속 라이선스 관리를 하게 되면 라이선스 획득 후 지속적으로 켜놓는 사용자 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라이선스를 자동 회수하여 독점할 수 없게 됩니다. 

독점 사용자들이 감소해 지나친 선점 경쟁이 해소되며 라이선스 리사이클이 활발해 예비율이 

증가되어 사용자들은 기다림 없이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라이선스 자동 회수와 강제회수로 라이선스 운영이 수월해진 관리자는 업무 효율이 향상되며 

회사는 불필요한 구매를 하지 않아도 돼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