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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 재고관리 

1. 현황 파악 

- 한글과컴퓨터 보유현황 및 설치 현황 파악 

- 설치된 한글과컴퓨터 사용량 측정 

- 미사용/사용률이 낮은 라이선스 회수 

2. 정책 

- 임계치 설정 및 한글과컴퓨터 재고활용 방법 

3. 결과(효과) 

- TCO 절감 

- 업무효율 증가 

- 사용자/관리자 재고관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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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파악 

- 한글과컴퓨터 보유 현황 조사 

- 한글과컴퓨터 설치 현황 조사 

- 한글과컴퓨터 사용량 측정 

- 미사용 한글과컴퓨터 회수 진행 

- 정기적 사용 한글과컴퓨터를 제외한 사용률이 낮은 한글과컴퓨터 회수 

* 현황 파악 사례 

① L사 한컴오피스 한글 2010 SE+ 보유 현황 및 설치 현황 

제품명 보유 설치 사용 미사용 사용률 

한컴오피스 한글2010 SE+ 500 660 621 39 94% 

*보유 수량보다 160EA를 초과하여 사용 

② 한컴오피스 한글2010 SE+ 사용량 분석 (일평균) 

제품명 사용시간 집계 

한컴오피스 한글2010 SE+ 

0분 39 

1분 ~ 10분 56 

11분 ~ 20분 83 

21분 ~30분 61 

31분 ~ 40분 178 

41분 ~50분 156 

51분 이상 87 

*미사용 한컴오피스 한글 2010SE+와 사용률이 낮은 한글 2010 SE+를 회수 

(31분 미만 사용하는 사용자 의 한글 2010SE+ 회수) 

 한컴오피스 한글 2010SE+ 정기적 사용자(1일 31분 이상 사용자) 421명 

보유수량 500EA – 정기적 사용자 421명 = 79EA 재고관리 

2. 정책 

임계치 설정 및 한글과컴퓨터 재고관리 

- 1일 30분 동안 S/W 실행 기록이 없는 경우 한글 2010 SE+ 회수 

- 한글 2010 SE+ 필요시 별도의 승인 요청 없이 재고 현황에서 사용자가 다운로드 가능 

One Click 자동 설치 (개념 그림으로 설명) 

- 재고 현황에서 잔여 수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잔여 수량이 없을 시 ‘잔여 수량이 부족합니다’ 안내 메시지 

발생 

- 재고 현황에서 한글 2010 SE+ 클릭 시 자동 설치 

- 사용 중 1일 30분 동안 S/W 실행 기록이 없는 한글 2010 SE+는 자동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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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계치를 일 단위, 시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시간 단위로 설정할 경우 재고 회전율이 일 단위보다 

빠르고 활용률이 높음 

3. 결과(효과) 

① TCO 절감 (비용 절감) 

- 3달 한글 2010 SE+를 재고관리한 결과 

한글 2010 SE+ 79EA를 재고관리 = 205회 회전율 발생 

한글 2010 SE+ 설치 횟수 205EA – 보유 한글 2010 SE+ 79EA = 126EA 효과 발생 

한글 2010 SE+ 1EA 가격 277,200 X 126EA = 약 3,500만원 절감, 약 260% 회전율 발생 

- 재고관리를 이용해 재고 효율을 높이며 정확한 사용 측정을 통해 기존 과도하게 구매한 S/W를 

필요 수량만큼만 구매하여 구매 수량을 줄일 수 있음 

② 업무 효율 증가 

- 사용자: 재고 현황에서 한글 2010 SE+를 클릭하면 자동 설치되어 직접 설치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낭비가 없으며 재고수량이 표시되어있어 사용자들은 재고수량을 확인한 후 설치 가능 

- 관리자: 재고 현황에서 S/W 선택 후 자동 설치되어 설치 파일 및 CD를 전달해 주지 않아도 돼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없으며 누가, 언제, 어떤 S/W를 설치했으며 언제 자동 회수되었는지 

시트 이력을 통해 확인 가능해 정확한 S/W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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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 재고관리 대본 

안녕하세요! 모니입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저작권사 별 재고관리 활용에 대해 알아볼 텐데 먼저 한글과컴퓨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고관리하기 전 먼저 기업 및 기관의 한글과컴퓨터 보유현황 및 설치 현황을 파악한 후 사용량 측정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와 사용률이 저조한 사용자의 한글과컴퓨터 S/W를 회수합니다. 

사례로 L사의 경우 한컴 오피스 한글 2010 SE+를 500EA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수량보다 160EA 많은 

660EA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설치한 한컴 오피스 한글 2010 SE+의 사용량을 측정한 결과 S/W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621명이고, 

설치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는 39명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용 중인 한글 2010 SE+ 실사용 시간을 확인해본 결과 1분 ~ 15분인 사용자 97명, 16분 ~ 30분 

사용자 103명, 31분 ~ 45분 사용자 256명, 46분 이상 사용자가 165명으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사용률이 저조한 사용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 측정 결과 한글 2010 SE+ 미사용 39EA와 실사용 시간이 31분 미만인 200EA를 회수합니다. 

보유수량 500EA에서 1일 총 사용시간 30분 이상 사용 중인 421EA를 제외한 79EA의 한글 2010 SE+를 

재고로 활용합니다. 

재고관리를 하기 위해 1일 총 사용시간이 30분 미만인 S/W를 자동 회수하는 정책을 설정합니다. 

사용자들이 한글 2010 SE+가 필요할 때마다 별도 승인 요청 없이 재고 현황에서 제품 현황과 수량을 

확인하면 원 클릭으로 자동 설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잔여 수량이 없다면 ‘잔여 수량이 부족합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한글 2010 SE+를 설치한 후 1일 총 사용시간 30분 미만인 한글 2010 SE+는 자동 회수합니다. 

자동 회수된 한글 2010 SE+는 사용자 PC에서 자동 삭제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L사에서 3개월간 동안 한글 2010 SE+ 79EA로 재고 관리한 결과 한글 2010 SE+의 

재고 회전 수량이 205EA 발생하였습니다. 

L사의 경우 보유 수량 79EA로 3개월간 205EA 사용해 260%의 증설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5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한글 2010 SE+ 1EA 가격인 277,200 X 126EA) 

L사는 추가 구매 없이 재고 활용만으로 한글 2010 SE+ 구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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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자는 재고 현황에서 S/W 클릭 시 자동 설치되기 때문에 직접 설치하는 번거로움과 설치하는 동안 

업무를 보지 못하는 시간 낭비가 없으며 관리자는 설치 파일 및 CD를 전달해 주지 않아도 돼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없고, 누가 - 언제 – 어떤 S/W를 설치했으며 언제 자동 회수되었는지 시트이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 정확한 S/W 관리가 가능합니다.                                                                                                                                                                                                                                                                                                                                                                                                                                                                                                                                    

기업 및 기관에 따라 임계치는 일 단위, 시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시간 단위로 설정할 경우 

일 단위보다 재고 회전율이 빠르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재고관리를 통해서 라이선스 회수와 재활용을 한다면 S/W 회전율이 상승해 추가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