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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소프트 라이선스 정책 이해하기 

1. 알집 업데이트 서버를 통한 해킹 

2. 알툴즈 라이선스 유형 

3. 다운그레이드 및 사용 권한 

4. 알툴즈 관리 방법 

5. 개인소유의 노트북을 회사에서 사용 시 알툴즈가 설치되어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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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집 업데이트 서버를 통한 해킹 

 

사례: 2011년 7월 28일 SK 커뮤니케이션즈 3500여만 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됨 

- 이스트소프트의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을 기업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도중 프로그램 업데이트 

  서버를 통해 악성코드 유포 

- 기업에서 상용 소프트웨어인 알집을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SK 커뮤니케이션즈는 막대한 해킹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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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툴즈 라이선스 유형 

 

- 개인 사용자의 경우 아무런 제약 없이 모두 무료로 사용 가능 

- 기업에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만 사용 가능한 알툴즈 제품(무료 사용 시 불법 SW) 

- 알툴즈 통합팩 또는 알집 / 알씨 / 알FTP / 알약 / 알마인드 Pro 

- 기업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한 알툴즈 제품 

- 알송 / 알쇼/ 알패스 / 알툴바 / 알쇼핑 / 알캡처 / 알마인드 Lite 

(국가 및 대상, 버전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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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운그레이드 및 사용 권한 

 

- 구매한 버전 및 같은 제품의 구 버전 제품의 사용 가능 (다운그레이드 사용(공개용 버전 포함) 가능) 

- 구매하지 않은 버전의 상위 메이저 버전은 사용 불가함 

 - 알집 7.0 구매 시 

   알집 7.1 ~ 7.9 사용 가능하지만 알집 8.0과 같이 상위 메이저 버전은 사용 불가 

 - 알툴즈 제품과 같이 마이너 버전에 대해서도 동일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제품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시 

버전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통제 및 설치 현황) 

  ex - 알집 8.0 / 알집 8.51 / 알집 8.21 -> 알집 8 

4. 알툴즈 관리 방법 

- 자산관리 툴을 이용하게 되면 관리자가 알기 어려운 알툴즈 제품의 라이선스 유형을 확실하게 

구분 지어주고 임직원이 쉽게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것을 통제하여 보안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SW 자산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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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소유의 노트북을 회사에서 사용 시 알툴즈가 설치되어있는 경우 

 

- 알툴즈 프로그램은 개인이 가정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때 무료로 사용 가능 

- 알집, 알씨, 알FTP, 알약이 설치된 노트북을 회사에 가져와서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가 필요함  

 알툴즈 라이선스 취득 여부는 사용하는 장소가 기준이므로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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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소프트 라이선스 정책 대본 

모니: 안녕하세요~ 모니입니다~ 

 지난 시리즈에서는 한글과컴퓨터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스트소프트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 같이 알아볼까요? 

클라: 2011년에 큰 이슈가 되었던 SK커뮤니케이션즈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을 

기업에서 사용하여 발생한 사건이라고 들었습니다. 

모니: 네 맞습니다. 

 해커들이 이스트소프트의 알집 공개용 프로그램 업데이트 서버를 통하여 악성코드를 유포해 기업 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한 후 개인정보들을 빼내 중국으로 유출했습니다.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을 기업에서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막대한 해킹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었겠죠. 

클라: 이스트소프트 프로그램은 모두 공개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인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어떤 제품들이 기업에서 사용할 때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한가요? 

모니: 개인사용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알툴즈 제품을 무료로 사용가능 합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알송, 알쇼, 알패스, 알툴바, 알쇼핑, 알캡쳐, 알마인드Lite 외에 알집, 알씨, 알FTP, 

알약, 알마인드 Pro는 라이선스를 구매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클라: 아~ 그런데 저처럼 알툴즈 제품은 무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기업에서는 어떻게 개인에게만 무료로 제공하는 제품을 통제하고 기업용 라이선스를 사용하도록 

관리할 수 있나요? 

모니: SW 자산관리 툴을 이용하면 관리자가 알기 어려운 알툴즈 제품의 라이선스 유형을 확실하게 

구분 지어주고 임직원이 쉽게 다운로드 하여 설치하는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보안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SW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클라: 그럼 구매한 제품의 업그레이드나 다운그레이드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모니: 알툴즈는 구매한 버전 및 구 버전 제품에 대한 사용권도 함께 획득하게 됩니다. 

 즉, 다운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매하지 않은 상위 메이저 버전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알집 7.0을 구매한 후 하위버전과 마이너 업그레이드 버전인 7.1~7.9버전은 사용 가능 

하지만 알집 8.0과 같은 상위 메이저 버전을 사용한다면 불법 사용이 됩니다. 

클라: 그렇군요~ 그런데 한 메이저 버전에 여러 마이너 버전이 있다면 하나하나 자산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어요- 

모니: 알툴즈 제품과 같이 마이너 버전에 대해서도 동일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제품은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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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시 버전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SW 자산관리 툴의 제품관리가 이와 같다면 손쉬운 자산관리가 되겠죠? 

클라: 그럼 집에서 사용하던 개인소유의 노트북을 회사에 가져와서 사용할 경우 알툴즈가 설치되어있다면 

불법 사용이 되나요? 

모니: 알툴즈의 라이선스 취득여부는 사용하는 장소가 기준이므로 불법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집, 알씨, 알FTP, 알약이 설치된 노트북을 가정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안되지만 회사에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사용할 경우에는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합니다. 

 개인 사용자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알툴즈 공개용 제품을 기업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안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