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W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란 

작성자: 컨텐츠 관리자 소유권: 계영티앤아이 

 

S/W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란? 

1. 컨설팅 서비스란? 

2. 컨설팅 서비스 프로세스 

- 컨설팅 의뢰 

- 컨설팅 방안 가이드 

- TOOL 설치 및 현황 파악 

- 통제 및 결과 리포트 작성 

- 컨설팅 완료 

3. 컨설팅 사례 

4. 그 외 컨설팅 서비스 

- 애니메이션 시리즈 및 메일링 서비스 제공 

- S/W 자산관리 컨설팅 

  



 

S/W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란 

작성자: 컨텐츠 관리자 소유권: 계영티앤아이 

 

1. 컨설팅 서비스란? 

 

- S/W 자산관리 전문 회사의 컨설팅을 통해 고객사의 S/W 구매 비용 절감 및 불법 단속 대응 서비스 

▶ Audit & Letter에 대한 효과적 대응 

▶ S/W 자산관리 가이드를 통한 S/W 구매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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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설팅 서비스 프로세스 

 

① 컨설팅 의뢰 

 - Audit & Letter를 받은 고객은 직접 대응이 아니라 S/W 자산관리 업체에 컨설팅 서비스를 의뢰 

② 컨설팅 방안 가이드 

- 고객의 이슈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컨설팅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 

- 컨설팅 인력은 컨설팅 완료 보고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 

③ TOOL 설치 및 현황 파악 

- 사내에 자산관리 툴이 없는 경우 S/W 자산관리 업체의 툴을 이용해 현황 파악 

- 시리즈 4에서 말한 바와 같이 Audit 시 단발성 설치 현황 취합 툴은 S/W 자산관리 툴로 인정이 

안됨으로 실시간 설치 현황, 구매 S/W 보유 등록, 통제가 가능한 S/W 자산관리 업체의 툴을 

사용하여 컨설팅 진행 

④ 통제 및 결과 리포트 작성 

- 설치 현황을 파악 후 그에 따른 조치 및 결과 리포트 작성 후 보고 

⑤ 컨설팅 완료 

- S/W 자산관리 컨설팅을 통해 추가 구매를 최소화하여 Audit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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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설팅 사례 

 

사례) 인천 OO 대학 병원 

- Audit 메일 접수 후 컨설팅 서비스 의뢰 

- Tool 및 전문 자산관리 컨설턴트를 통한 서비스 수행 

- 실제 Audit 실사 후 별도 구매 요청 없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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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외 컨설팅 서비스 

 

① 애니메이션 시리즈 및 메일링 서비스 제공 

▶ 관리자의 S/W 라이선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시장 내 이슈가 되는 S/W 뉴스에 대해 빠르게 대응 

② S/W 자산관리 컨설팅 

▶ TOOL 도입 후 고객 환경에 맞게 S/W 구매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키고 S/W 별 라이선스 정책에 맞추어 

자산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 제시 

  



 

S/W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란 

작성자: 컨텐츠 관리자 소유권: 계영티앤아이 

 

S/W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란? 대본 

모니 

안녕하세요~ 모니입니다~ 

저번 시리즈에서는 Audit과 Letter에 대해 알아봤었습니다. 

클라 

저번 시리즈에서 알게 된 지식으로 Audit과 Letter가 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모니 

그럼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어서 Audit과 Letter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클라 

그렇잖아도 S/W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해 보고 싶었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모니 

네~ 컨설팅 서비스란 고객사의 S/W 구매 비용 절감 및 불법 단속에 대응할 수 있도록 S/W 자산관리 

전문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Audit이나 Letter를 받았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S/W 자산관리 가이드를 

통해 효율적인 라이선스 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클라 

아~ 그렇군요! 빨리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해 보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서비스가 진행되는 건가요? 

모니 

먼저 Audit이나 Letter를 받은 기업 또는 기관에서 직접 대응이 아닌 S/W 자산관리 회사에 컨설팅 서비스를 

의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컨설팅 회사에서는 고객의 이슈를 파악해서 컨설팅 일정과 방법에 대해 협의합니다. 

컨설팅 인력은 컨설팅 완료 보고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사내에 자산관리 툴이 없는 경우 S/W 자산관리 회사의 툴을 이용해 설치 현황, 불법 현황 등을 파악합니다. 

시리즈 4에서 말한 바와 같이 Audit 진행 시 단발성 설치 현황 취합 툴은 S/W 자산관리 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시간 설치 현황, 구매 S/W 보유 등록, 통제 등이 가능한 S/W 자산관리 회사의 검증된 툴을 

사용하여 컨설팅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황 파악이 완료되었다면 그에 따른 조치 및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S/W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빠른 조치를 통해 추가 구매를 최소화하고 불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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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화하여 Audit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클라 

관리자가 직접 하기 힘든 부분을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대응할 수 있으니 정말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네요! 

모니 

실제로 인천의 모 대학병원에서 Audit 메일을 받은 뒤 컨설팅 서비스를 의뢰했습니다. 

전문 컨설턴트의 체계적인 관리와 검증된 자산관리 툴을 이용한 불법률 제로화를 통해 벤더사에서 

Audit 실사 진행 후 별도 구매 요청 없이 완료된 사례가 있습니다. 

클라 

Audit 메일을 받아도 당황하지 않고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네요! 

그럼 S/W 컨설팅 서비스의 또 다른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모니 

S/W 라이선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시장 내 이슈가 되는 S/W 뉴스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정보 메일링 서비스 및 주요 벤더사들의 라이선스 정책을 전달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산관리 툴을 도입한 기업 및 기관의 경우에는 업무 환경에 맞게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불필요한 

라이선스 구매 비용을 감소시키고, S/W 별 라이선스 정책에 맞춰 자산관리 방향을 제시해줌으로써 

불법률 제로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클라 

S/W 자산관리에는 전문 자산관리 툴과 컨설팅 서비스가 필수겠어요! 

모니 

그렇습니다~ 

컨설팅 서비스와 전문 자산관리 툴을 이용하는 것이 정확하고 관리자의 업무시간도 줄어들어 효율적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