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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라이선스 관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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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 관리 시 활용방법 

 

① 동시 접속 라이선스 확인 및 등록 

② 임계치 설정 

- 자동 회수 방법과 경고 창 발생 및 회수 임계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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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동 과정 

- 비활성화 및 사용자 부재 시 경고 창 발생 

- 경고 창 발생 후 설정한 임계 시간이 지나면 자동 회수 진행(비활성화/사용자 부재 2부분) 

- 자동 회수 시 작업 내용은 자동 저장 

- 회수 및 사용 이력 현황 확인 가능 

④ 사례 

 

사례 1. 도입 전/후 비교 (A사 동시 접속 라이선스 AutoCAD 100개 보유) 

- 도입 전 

하루 평균 AutoCAD 사용 횟수 100회 

대여 과정에서 할당받고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존재  선점 경쟁 발생 원인 

필요 사용자는 라이선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다른 사용자가 반납할 때까지 할당받지 않으면 사용 불가 

업무 효율 저하로 불만이 증가해 라이선스 추가 구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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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후 

하루 평균 AutoCAD 사용 횟수 115회 

할당받고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라이선스 자동 회수  예비 라이선스 증가 

필요한 사용자는 기다림 없이 바로 사용 가능 

불필요한 구매 없음 

년 15% 라이선스 효율 증가 

 AutoCAD 1개 400만원X15개 (전체 15%) = 60,000,000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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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B사 UG NX 50개 보유 

- 도입 전 

사례 1과 동일 

- 도입 후 

년 15% 라이선스 효율 증가 

  UG NX 1개 1500만원X8개 (전체 15%) = 120,000,000원 절감 

- 고가의 라이선스일 경우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큼 

2. 동시 접속 라이선스 솔루션 관리의 효과 

① 대시보드에서 당일 시간별 사용/회수 이력이 표, 그래프화되어 있어 한눈에 파악 가능 

② 선점 경쟁 해소 

③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 

④ 라이선스 리사이클이 활발해 비용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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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라이선스 관리 사례 대본 

안녕하세요! 모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시 접속 라이선스의 관리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시 접속 라이선스 관리할 SW를 등록하고 정책에서 라이선스 임계 수량을 설정합니다. 

비활성화 시 알림 창 임계치를 5분, 회수 시간 임계치를 10분으로 설정하고 사용자 부재 시 알림 창 

임계치와 회수 시간 임계치를 10분으로 설정합니다. 

비활성화 회수는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할당받고 프로그램 창을 최소화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 시 

5분 후 할당받은 라이선스가 비활성화로 인식돼 알림 창이 발생합니다. 

알림 창 발생 후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10분 후 라이선스가 자동 회수되며 작업 내용은 자동 저장됩니다. 

사용자 부재는 할당받은 후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마우스 또는 키보드 움직임이 5분 동안 없을 시 

사용자 부재 알림 창이 발생하며 그 후 10분 뒤에도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 회수되고 작업 내용은 

자동 저장됩니다. 

관리자는 누가 사용했는지, 자동 회수 이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력 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동시 접속 라이선스 관리 사례로 A 건설사에서 AutoCAD 1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도입 전 A 건설사는 하루 평균 AutoCAD를 100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라이선스 대여 과정에서 할당받고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가 존재해 라이선스가 필요한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가 반납할 때까지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 때문에 필요한 사용자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업무 효율이 저하되며 이런 일이 빈번해 라이선스를 

미리 확보해 두는 지나친 선점 경쟁이 발생하여 사용자들의 라이선스 추가 구매 요청이 증가했습니다. 

솔루션 도입 후 힐당받고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라이선스는 자동 회수하여 예비 라이선스로 저장해 

필요한 사용자가 기다림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 리사이클이 활발해 하루 평균 사용 횟수가 100회에서 115회로 증가하였습니다. 

AutoCAD 라이선스 효율이 년 15% 증가하여 60,000,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AutoCAD 1COPY 가격 4,000,000원 X 15(100개의 15%) = 60,000,000원) 

B 건설사의 경우 UG NX 50개를 동시 접속 라이선스 솔루션을 이용해 관리하여 A사와 같이 년 15%의 효율이 

증가해 120,000,000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고가의 라이선스일 경우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큽니다. 

이처럼 동시 접속 라이선스 솔루션으로 관리하면 라이선스 리사이클이 활발해 비용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대시보드에서 당일 시간별 사용 및 회수 이력이 표와 그래프로 되어 있어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며 

사용자들은 지나친 선점 경쟁이 해소되 편의성과 업무 효율이 증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