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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udit 사전 대응 컨설팅 개요 

 

- 저작권사에서 기업/기관뿐만 아니라 1인 기업까지 무차별적인 Audit 공문을 보내고 있는 상황 

- 직접 수동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불법 사용으로 인해 설치 파악에 한계가 있고 

솔루션을 이용해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Audit 위험성이 존재 

- OpenCapture/Zook와 같이 프리웨어였지만 상용으로 전환된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Audit 

이슈 발생 

- 주요 저작권사들의 Audit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점검과 대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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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udit 사전 대응 컨설팅 방법 

 

1단계) 설치 이력 및 흔적을 검출하는 전문 도구를 활용해 소프트웨어의 보유/설치/설치 흔적 현황 파악 

2단계)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준수 여부 확인 

- 불법 소프트웨어 현황/ 설치 PC+ Audit 시 문제가 되는 설치 후 삭제한 PC의 삭제 흔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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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구매는 했지만 라이선스 유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설치 유형과 실제 PC에 설치 유형의 동일 유무 확인 

 구매한 CD-KEY로 설치하였는지 확인 

 서브스크립션 즉 업그레이드/다운그레이드 권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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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와 같은 경로를 통해 불법 설치된 파일이 PC에 존재하는지 확인 

4단계) Audit 대응 방안 제시 

- 프리웨어로 대체 가능한 소프트웨어, 처리해야 할 소프트웨어, 구매 소프트웨어와 설치 소프트웨어를 

비교하여 버전, 에디션 등 사용 권한에 맞는 가이드 제시 

5단계) Audit 컨설팅 수행 완료 보고에 대한 리포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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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udit 사전 대응 컨설팅 효과 

 

- 사례 

① A사에서 Audit 사전 대응 컨설팅 결과 약 3억 정도의 불법 사용 금액을 절감 

② B사는 저작권사의 무리한 증설 요구에 증설 없이 협상 종결 

③ C사에서는 CAD 2007, 2011을 정품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일부 사용자들이 구매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다른 버전 또는 다른 에디션 등을 사용하고 있어 소프트웨어에 맞는 사용 가이드를 제공 

해줌으로써 실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방지 

- Audit 사전 대응 컨설팅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전문 컨설턴트가 도구를 이용하여 

예상치 못한 리스크 예방 

- Audit 시 발생하는 소송비용+합의금+구매 비용 등 금전적 손실 예방 

- Audit 사전 대응으로 인한 기업/기관 이미지 실추 방지 

- 제공되는 Audit 사전 대응 컨설팅 수행 완료 보고 리포트를 보고서 작성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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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 사전 대응 컨설팅 대본 

안녕하세요. 모니입니다~ 

최근 저작권사에서 기업/기관뿐만 아니라 1인 기업까지 무차별적인 Audit 공문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및 기관에서는 직접 수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불법 사용으로 인해 설치 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솔루션을 이용해 관리하는 곳들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Audit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OpenCapture, Zook와 같이 프리웨어였지만 상용으로 변경된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Audit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Audit 사전 대응 컨설팅을 통해 Audit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점검과 

대안이 필요합니다. 

Audit 사전 대응 컨설팅 방법 첫 단계로는 설치 이력 및 흔적을 검출하는 전문 도구를 활용해 

소프트웨어의 보유/설치/설치 흔적 현황을 파악합니다. 

현황 파악 후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 소프트웨어 현황, 설치 PC와 설치 후 삭제한 PC에서 

삭제 흔적을 확인하여 라이선스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매한 소프트웨어 설치 유형과 실제 PC에 설치된 유형이 동일한지, 구매한 CD-KEY로 설치하였는지 

라이선스 유형이 복잡하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브스크립션 즉 업그레이드/다운그레이드 권한과 토렌트 같은 P2P 경로를 통해 불법 설치된 파일이 

PC에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프리웨어로 대체 가능한 소프트웨어, 구매 소프트웨어와 설치 된 소프트웨어를 비교하여 버전, 에디션 등 

사용 권한에 맞는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컨설팅 진행 후 Audit 사전 대응 컨설팅 완료 보고에 대한 리포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Audit 사전 대응 컨설팅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컨설팅을 진행한 A사에서는 컨설팅을 통해 약 3억 정도의 불법 사용 금액을 절감하였으며 

B사에서는 미리 사전 대응을 하여 저작권사의 무리한 증설 요구에 증설 없이 협상을 종결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C사에서는 CAD 2007, 2011을 정품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일부 사용자들이 구매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다른 버전 또는 다른 에디션 등을 사용하고 있어 소프트웨어에 맞는 사용 가이드를 제공해줌으로써 

실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Audit 사전 대응 컨설팅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전문 컨설턴트가 도구를 이용하여 예상치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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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또한 Audit 시 발생하는 소송 비용+합의금+구매 비용 등의 금전적인 손실을 예방하고 기업 및 기관의 이미지 

실추를 방지합니다. 

담당자는 제공되는 Audit 사전 대응 컨설팅 완료 보고 리포트를 보고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