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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udit 이란? 

- 기업 및 기관에서 구매한 S/W 수량을 활용해 설치 및 삭제를 진행할 때 벤더사의 설치카운트와 

구매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시 Audit 공문을 받게 됨 

2. 시트이력이란? 

   - 시트이력이란 보유 SW의 설치/삭제 날짜, 사용자 등의 정보를 통해 S/W구매에서 폐기까지의 

상세이력 확인 가능 

- 설치/삭제 날짜, 실사용자 등을 증명하여 Audit 대응 가능 

3. 시트이력 활용 방안 

 

    - 저작권사 검색 

- 제품명 visual assist x, flex builder등 검색 저작권사 검색 

- 원하는 제품의 시트번호 검색(검색한 제품의 이력만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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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dobe 시트이력 활용 

1) 저작권사 - 저작권사인 Adobe를 검색 

저작권사 검색은 Adobe사의 어떤 제품이 설치되어있고, 제품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이력 유형 = 할당, 회수 등) 가능하며 제품의 시트 번호도 확인 가능 

 

2) 제품명 - 제품명에 Photoshop CS5를 검색 

Photoshop CS5 2013년 11월 20일 B설치 -> 11 월 27일 삭제 

2013년 12월 9일 C설치 -> 현재 실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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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트번호 - 시트번호 462 검색 

462가 Illustrator CS5제품이며  

2013년 11월 15일 A설치 -> 11월 19일 삭제 

2013년 12월 4일 B설치 -> 현재 실사용자 

5. 제품명과 시트번호 공통점 

- 제품명과 시트번호는 하나의 S/W의 상세이력(저작권사, 설치/삭제 이력 등)을 확인할 때 활용 

(* 제품명으로 검색 시 시트번호, 저작권사 등 확인 가능하며 시트번호로 할 경우 제품명, 저작권사 등 확인 가능) 

6. 시트이력 활용 효과 

- 시트이력을 활용해 제품의 설치/삭제의 상세이력과 실사용자를 볼 수 있어 Audit에 대응이 가능하며, 

체계적으로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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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시트 활용 방안 대본 

모니 

안녕하세요~ 모니입니다! 

지난 시리즈에서 S/W자산관리솔루션 시트이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트이력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클라 

기업 및 기관에서 구매한 S/W 수량을 활용해 설치 및 삭제를 진행할 때 벤더사의 설치카운트와 구매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시 Audit 공문을 받습니다. 

Audit 공문을 받으면 시트이력을 활용해 설치/삭제 날짜, 실사용자 등을 증명하여 Audit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니 

그렇습니다~  

시트이력이란 보유SW의 설치/삭제 날짜, 사용자 등의 정보를 통해 Audit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클라 

시트이력을 활용하는 방법은 처음이라 생소했지만 굉장히 독창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시트이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모니 

Adobe 저작권사, Photoshop CS5 제품명, 시트번호 462를 예로 들어 알아볼게요~ 

먼저 저작권사 검색에 대해 알아볼까요? 

저작권사에 Adobe를 검색합니다. 

저작권사 검색 시 설치된 Adobe사의 S/W 제품명, S/W 이력유형, 시트번호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클라 

아~ 저작권사 검색 방법은 설치된 해당 저작권사의 S/W를 모두 볼 수 있군요! 

모니 

그렇습니다~  

이번엔 제품명 검색에 대해 알아볼게요~ 

모니 

제품명에 Photoshop CS5를 검색합니다. 

Photoshop CS5를 검색하면 2013년 11월 20일 B가 처음 설치하여 11월 27일삭제하고 

12월 9일 C가 설치했습니다. 

검색이력을 보면 B가 11월달에 설치/삭제했으며 다음달 12월 C가 설치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C가 Photoshop 

CS5 실사용자인 것을 알 수 있고 저작권사가 Adobe이며  

시트번호가 3이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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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마지막으로 시트 번호에 대해 알아볼게요~ 

시트번호 입력창에 462를 검색합니다. 

462를 검색하면 2013년 11월 15일 A가 처음 설치하여 11월19일 삭제했고 12월4일 B가 설치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또한 462검색이력을 보면 462가 Adobe저작권사의 Adobe Illustrator CS5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1월달에 

A가 설치/삭제를 진행하고 다음달 12월 B가 설치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Illustrator 현재 실사용자가 B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클라 

제품명과 시트번호 검색은 검색한 S/W에 대한 설치 및 삭제 날짜, 실사용자 등 상세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유사하네요~ 

제품명과 시트번호 검색을 활용하면 검색한 S/W의 정확한 상세이력을 알 수 있어 Audit에 대응할 수 있겠네요! 

모니 

네~ 그렇습니다. 

시트이력을 활용하면 S/W 상세이력을 알 수 있어 Audit에 대응 가능하며 S/W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