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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business has been highly informatized, many companies has bought the software for their works. 

There are two types of software license. One is a site license and the other is a user license.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user license. User license has the number of the right to use software. So, software 

managers always need to know the number of licenses in use and should limit the number of software 

license in use. If someone in the company use a software without license, he will be treated as a piracy. 

In that case, the company should pay for the settlement cost for the exceeding license use.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model how we can limit the installation of the software within the number of licenses by 

licens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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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의 인터넷 환경은 기업의 업무처리 환경

을 속도로 발 시켜 왔다. 하드디스크의 용

량화와 네트워크의 비약 인 발 은 이제 데스

크탑 가상화를 가능하게까지 하는 기술로 발

을 하 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 과는 별

개로 여 히 사람이 처리의 주가 되는 부분인 

소 트웨어 리에 있어서 기업은 아직도 해결

해야 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비즈니스 가치의 지속  증 에 기여하는 자

산의 일환인 소 트웨어에 하여 자산 리국제

표 인 ISO/IEC 19770-1에서는 소 트웨어 자산

리(SAM, Software Asset Management)를 “조

직 내 소 트웨어 자산의 효율 인 리, 통제, 보

호”라고 정의 한다[김 만, 남기찬, 2010]. 한, 

국 OGC의 IT서비스 리방법인 ITIL(IT In-

frastructure Library)에서는 SAM 을 “한 조직이 

보유한 소 트웨어 자산을 라이 사이클 체 단

계에 걸쳐 효과 으로 리, 통제, 보호하는데 필

요한 모든 인 라스트럭처  로세스”로 정의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소 트웨어 자산 리는 

소 트웨어의 구매부터 사후 리, 폐기에 이르기

까지 SW와 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말

하며, 이는 조직 내 SW 자산의 효과 인 리, 

통제, 보호를 해 필요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소 트웨어의 구매 후 라이선스 배

포, 설치  라이선스 회수 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여 히 재래 인 리 방식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문제는 단순하게 

리를 못하는 내부 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

니라 리를 소홀히 하면 사용자에게는 불법복

제 사용자라고 하는 오명을 우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비

용 등 커다란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실

제로 기업은 불법복제 검이 나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그 시 에서 하게 라이선스 수

량과 실제 사용 소 트웨어 수량을 맞추느라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효율 인 소 트웨

어 리 체계를 서버 기반의 라이선스 리시스

템을 통하여 좀 더 체계화 하고 발 된 하드웨

어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 인 소 트웨어 분배 

 리 체계를 제시해 보았다.

2. 이론적 배경

2.1 소 트웨어에 한 인식

소 트웨어에 한 지  재산권과 그를 침해

하는 불법복제의 문제는 컴퓨터가 화되고 

난 이후 상존하고 있다.

소 트웨어 불법복제란 ‘ 작권자의 명백한 동

의 없이 불법 으로 소 트웨어의 내용을 복사하

는 것“을 말하며, 소 트웨어의 단순 복사, 하드

디스크 장, 여, 조, 온라인 유통 등의 유형

을 모두 포함한다. 행 작권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로그램 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송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반하는 자는 형사 처벌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개인 사용 차원에서 불법복제의 사

례를 들면,1) 친구로부터 정품 CD를 빌려 내 컴퓨

터에 로그램을 설치한 경우, PC구입 시 매처

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라이선스 없는 도우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경우, 인터넷 공유 사이트

를 이용하여 정품 소 트웨어를 다운 받아 설치

한 경우 등이 모두 불법복제에 해당한다.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복제 소 트웨어 공유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설치 CD에 소 트웨어의  모든 내용

이 담겨 있고 복제  네트워크의 발달에 따른 공

유가 쉽기 때문이다. 

1) 작권법 101조의3 ①항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
소에서 개인 인 목 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로
그램의 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제20권 제3호 소 트웨어 라이선스 리시스템의 설계  구 317

구 분 종류

사용기간 구, 기간, 임시

사용기
사용자수, 동시 사용자, 사이트, 

로세스, 서버 속

공 형태 패키지, 볼륨, SaaS, 번들/OEM

공개여부 상용, 쉐어웨어, 리웨어

<표 1> 라이선스 유형 분류

그러면 왜 이 게 다른 분야보다 소 트웨어 

불법복제가 많은 걸까? 이는 사람의 심리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한혜민, 2001]. 사람은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조 이라도 더 렴한 

가를 치르려고 하는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본성은 비용을 지불한 후 사용해야 하는 

상품의 일종인 소 트웨어를 구매할 때에도 마

찬가지로 용된다. 실체가 에 보이고 만질 

수 있으며 복제가 쉽지 않은 하드웨어 같은 부

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에 

보이고 재료가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정한 가

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식

이 형성되어 있지만 소 트웨어의 경우에는 조

 다르다. 에 보이지 않는 지 재산이고 복

제가 상당히 쉬우며 인터넷을 조 만 뒤져보면 

바로 찾을 수 있는데 고가의 가를 지불하고 

구매하고자하는 의식이 하드웨어 구매와는 다

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의 험을 감수

하면서도 그 험의 비용을 과할 정도로 소

트웨어가 고가이기 때문에 불법복제가 이루어

지고 있다.

2.2 로그램 작재산권의 이해

과거에는 작권법의 특별법으로서 컴퓨터

로그램 작물의 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하고자 

하는 목 으로 ‘컴퓨터 로그램 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존재했다. 그러다가 작권 보호 정책의 

일 성 유지와 효율 인 집행을 도모하기 해 

2009년 7월 23일 이 법을 작권법에 통합함으로

써 컴퓨터 로그램 작물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로그램 작권을 감안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  작물에 한 특례로 규정하게 되었다. 

로그램 작권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소

트웨어라고 하면, 소 트웨어 산업 진흥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하여 명령․제

어․입력․처리․ 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

하게 하는 지시․명령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하여 사용된 기술서나 그 밖의 련 자료를 

말한다. 즉 ‘컴퓨터 소 트웨어 = 로그램 

작물 + 어문 작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작권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 트웨어는 작권에 의해 자신이 만

든 소 트웨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원칙 으로 이러한 권리자만이 소 트웨

어를 사용․복제․배포․수정할 수 있다. 하지

만 다양한 필요에 의해 이들 권리자가 다른 사

람에게 일정한 내용을 조건으로 특정행 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

은 권한을 보통 ‘라이선스(License, 이용허락권)’

라고 한다. 

이러한 소 트웨어 라이선스는 일반 으로 

소 트웨어 자체에 한 소유권과는 별개의 개

념으로 소 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소 트웨어 라이선스는 작권자로

부터 일정한 범 와 조건 안에서 소 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받는 것이다. 

SW 라이선스는 사용기간, 사용기 , 공 형태 

등으로 유형을 나  수 있다(Software Database 

Certification).

이러한 기 을 수하는 것은 계약에 따른 

비용문제나 작권 반과 같은 법 인 문제와

도 직결되므로, 자산 확인 로세스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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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 462 506 400 440 549 622 575 722 815

아시아 7,553 7,897 8,050 11,718 14,090 15,261 16,544 18,746 20,988

세계 28,794 32,695 34,482 39,698 47,809 52,988 51,443 58,754 63,456

<표 2> 불법복제에 따른 손실액 추이

(단  : 백만 달러)

로세스를 통해 기업 내의 모든 소 트웨어는 사

용기간을 리 장에 명확히 기록하고 지속

으로 악해야 한다.

소 트웨어 작권 침해 방 가이드에서 제

시하는 략 인 작권 침해 유형은 다음과 같

은 것들이 있다.

◦정당한 라이선스 취득 없이 무단으로 사용

하는 행

◦보유한 소 트웨어의 상  버 을 사용하는 

행

◦보유 수량을 과하여 사용하는 행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 없이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행

◦번들 소 트웨어를 다른 하드웨어 장치에서 

사용하는 행

◦ 리웨어․셰어웨어의 사용조건을 반하

는 행

이와 같은 침해를 방하기 해서는 소 트

웨어 자산 리에 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시

스템을 통하여 체계 인 리가 필요하다. 

2.3 소 트웨어 불법복제 황

한국은 불법복제 문제에 있어서 OECD 회원

국이라는 상에 걸맞지 않게, 비교  높은 수

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이루어진다는 오명을 

떨치지 못해 왔다[소 트웨어연합, 2013]. 1989

년 이후 20년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

선감시 상국(9회)’이나 ‘감시 상국(11회)’으로 

분류될 정도로 경제 규모에 비해서 불법복제물

이 만연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BSA(소 트웨어 연합)가 조사 발표한 ‘2011년 

 세계 소 트웨어 불법복제 황 보고서’에 따

르면 우리나라의 소 트웨어 불법복제율은 2010

년과 같은 40%를 유지했다[소 트웨어연합, 2013]. 

이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소 트웨어 사용자 10명 

 4명이 불법복제 소 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는 의미이다. 

<그림 1> 소 트웨어 불법복제율 추이

우리나라의 소 트웨어 불법복제율은 2002년 

50%를 기록한 이래, 지속 으로 하락해 왔다. 

2009년에는  세계 평균 수치인 43%보다 낮은 

41%를 기록하면서 소 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에 있어 선진화된 모습을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사실상 2004년부터는 그 하락세가 완만해져 앞으

로 소 트웨어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한 국민  

인식 환이 필요한 시 임을 알려 왔다. 한 소

트웨어 지식재산권 침해에 의한 경제  손실은 

연간 8,900억 원으로 BSA가 소 트웨어 불법복

제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 치를 기록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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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10년 7,700억 원에 비해 약 1,0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불법복제율의 변동과 계없이 소

트웨어 산업의 팽창과 고가의 소 트웨어 사용

에 의한 것으로 악된다. 

2011년도  세계 소 트웨어의 불법복제율 

평균은 42%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010년

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30% 를 

유지하던  세계 불법복제율 평균은 국과 개

발도상국들의 경제, 산업  부상과 함께 2008년

부터 40% 로 재 진입했다. 

BS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개발도

상국들의 PC 수입량은 선진국을 앞섰으며 2011

년에는 56%  44%로 선진국에 비해 더 많은 

컴퓨터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PC 사용의 증가는  세계 으로 소

트웨어 불법복제율과 피해 규모 증가에도 향을 

미쳤으며, 특히 경제 성장에 따른 PC 출하량 증가

를 웃도는 높은 불법복제율과 고가 소 트웨어 불

법복제 증가가 시 에서  세계  소 트웨어 

불법복제 문제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OECD 회원국

들의 불법복제율 평균은 2011년 26% 를 기록

하며 아시아 지역의 60%와 비되는 양상을 보

다. 우리나라 한 40%를 기록해 안정 인 

선진국 수 에 진입하기까지 격차가 여 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불법복제율

한국 40%

OECD 26%

<표 3> 불법복제율 비교 

BSA는  ‘2011년도 세계 소 트웨어 불법복

제 황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소 트웨어 불법

복제에 한 인식 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세계 PC 사용자의 57%가 불법복

제 소 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  31%는 상시 혹은 수시로, 26%는 간간이 

불법복제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내 설문에

서는 27%만 ‘안한다’고 응답했으며 이에 따라 소

트웨어 불법복제에 한 교육과 리가 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문항목 비율(%)

잘 안함 39

안함 27

종종 20

부분 8

항상 2

무응답 4

<표 4> 국내 불법복제 설문 결과

2.4 소 트웨어 자산 리의 이해

소 트웨어 자산 리는 소 트웨어가 구매되

는 방법에서부터 그것이 배포되고 사용되는 체

인 라이  사이클의 리를 말한다. 즉 ‘소 트

웨어의 구매에서부터 사후 리, 폐기에 이르기까

지 소 트웨어와 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에 한 리’라 할 수 있다. 소 트웨어를 구매하

는 경우에는 필요한 소 트웨어의 종류와 수량, 

필요 산, 계약조건 등을 우선 검토하고, 구매 후

에는 소 트웨어의 설치  보유 소 트웨어 

리, 소 트웨어 설치 황에 한 검  그에 

따른 조치 등을 행한다. 이러한 소 트웨어 리

를 효율 으로 행하기 해서는 정책과 차 그리

고 조직구조를 포함하여 한 통제 장치가 필요

하다. 

소 트웨어 리는 반 인 IT 리 략의 

한 부분으로 조직을 효과 으로 통제하기 해 

필요한 핵심 과제다. 잘못된 이해에 기 한 소

트웨어 사용은 상당히 큰 법률  험을 래

하므로 효율 인 리가 필요하다. 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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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 트웨어 리는 불필요한 라이선스를 제

거하고 지원 비용을 축소시켜 상당한 비용 감 

효과를 가져와 경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단계 담당 업무

SW

구입

단계

◦ 기업에서 필요한 SW 종류와 수요량 

단 

◦ 한 SW 라이선스 계약 

◦ 효율 인 SW 구매와 유지보수를 통한 

TCO 감 

◦ 다양한 구매방식과 라이선스 변화에 

응 

SW

사용 

단계

◦ SW 활용 과정의 문제 처 

◦ 정부의 지 재산권 단속 련 창구 역할 

◦ SW 작권사와 제공업체 창구 

◦ 불법 SW 사용에 따른 분쟁 발생 방지 

◦ 정품 SW 리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표 5> 소 트웨어자산 리사 역할

한국소 트웨어 작권 회(SPC)는 기업 경  

활동에서 발생되는 소 트웨어 문제 반을 리

하고 주체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인 지식

과 실무 능력을 겸비하여 소 트웨어 문 리

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문인으로 소

트웨어자산 리사(C-SAM)를 양성하고 있다. 소

트웨어자산 리사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 트웨어 자산의 구매, 계약, 리 업무를 수행

하며 회사 내 소 트웨어 지 재산권에 따르는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한국소 트웨어 작권 회).

소 트웨어 자산 리로 기 되는 효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비용이 감된다. 실제 업무에 

한 철 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소 트웨어와 불

필요한 소 트웨어를 구분하여 정수량을 악

하고 반드시 필요로 하는 소 트웨어만을 선택․

구입함으로써 활용이 은 소 트웨어의 무분별

한 구입을 이고, 이에 따라 소 트웨어 구입  

보 ․유지비용을 감할 수 있다. 둘째, 시스템

을 안정 으로 운 할 수 있다. 소 트웨어에 따

라서는 호환성 등의 이유로 시스템 체를 불안

정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체 인 이용 상황

을 평소에 악해 두면 시스템 장애 시에 하

게 처할 수 있다. 한 무분별한 불법복제 소

트웨어의 설치를 차단하여 인트라넷 체를 괴

할 수도 있는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의 침입을 

방하는 효과도 있다. 셋째로, 법률  리스크 감소 

 경제 발 에 기여한다. 불법 소 트웨어 사용 

시 기 은 물론 사회, 경제 반에 향을 끼친다. 

기 에서는 불법 소 트웨어를 사용하다 단속될 

경우 민사 ,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험에 빠

지게 된다. 사회, 경제 으로는 불법복제 소 트

웨어 사용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하 등의 부

작용을 일으킨다. IDC(International Data Cor-

poration)는 2013년까지 국내 소 트웨어 불법복

제율을 10%만 여도 약 1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1조 7천억 원의 GDP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7천 

8백억 원의 조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3. 관련 연구 및 업계 동향

소 트웨어 불법복제와 련하여 그 동안 윤

리 인 고찰부터 분쟁해결에 한 연구  시스

템을 통한 불법복제 방지 연구 등 다양한 분야

에서 련 연구  제품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한혜민[2001]은 작권이 생되는 윤리학  

근거로 자유주의 분배  정의론, 공 주의 분배

 정의론, 공리주의 분배  정의론  에서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한 인간의 경제  본성에 따른 

요구로 인해 단순히 작권만으로는 불법복제를 

방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

로 작권을 행사함에 있어 실제 소 트웨어 사

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자의 입장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을 주장하 다. 특히, 가격

정책 측면에서 작권에 의해 소외된 소비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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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불법복제를 통해 상황을 타개하려 한다는 

에서 작권이 그 한계를 지닌다고 주장하 다. 

근거 담당 업무

자유주의

분배

정의

제작자가 그의 독창 인 아이디어를 통

해 공유된 것을 자신에게 소유된 것으

로 만드는 작용

공 주의

분배

정의

소 트웨어 제작의 공 을 지닌 사람들

에 한 감사와 찬사의 자연 인 표  

방법

공리주의

분배

정의

작권 부여를 통해 더욱 발 된 소

트웨어 개발 의욕 고취

<표 6> 작권의 윤리학  근거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가격

책정 문제에 심을 기울 는데, 가격 책정 시 소

비자 조사, 불필요한 액세서리를 여 생산 원가 

감  새로운 유통방식의 도입 등을 제안하 다. 

권동  등은 “정품소 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를 

한 응용 소 트웨어 웹 설치서비스 설계”에서 

온라인상의 소 트웨어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하여 설치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클

라이언트 속 시 사용자 인증과 디바이스 인증을 

거친 후 소 트웨어를 선택하고 결재가 이루어지

면 클라이언트에서 송받은 정보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 카드의 MAC Address로 암호화하여 설치 

일을 송하고 송된 설치 데이터는 오직 하나

의 컴퓨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ASWIS 

(Application Software Web Installation Service)

를 설계하 다[권동 , 이병 , 2008].

국내 모 기업의 경우 라이선스 리를 하여 

PC의 Agent 로그램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앙의 서버에 각 사용자 별로 설치 가능한 소

트웨어 라이선스 목록을 등록해 두고 사용자가 

CD나 DVD 등 매체를 이용하여 PC에 소 트웨

어 설치를 시도할 경우 PC에 설치된 라이선스 

리 Agent가 서버와 통신하여 설치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 Agent 기반 라이선스 리

PC의 Agent를 통해서 소 트웨어 설치를 통

제한다는 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과 차

별 이 있으며, 매체를 통해서 설치된다는 측면

에서 매체의 유출에 의해 가정 는 기타 장소

에서 불법복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내 모 업체에서 개발한 소 트웨어 리시

스템의 경우 서버에 설치된 Manager와 PC에 설

치된 Agent와의 연동을 통해 소 트웨어 자산을 

리하는 방식이 있다. Agent는 각 PC에 설치되

어 해당 PC의 소 트웨어 설치 내역  하드웨어 

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하며, DB와 연동을 통해 

서버에 설치된 Manager로 해당 PC의 정보를 실

시간으로 달하게 된다. 이 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특정 소 트웨어가 설치된 PC를 

검색하여 해당 PC의 사용자가 구인지를 악

할 수 있다. 이 방식의 경우에는 사  통제가 아

닌 사후 통제 개념으로 리자가 주기 으로 

황을 악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4.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K사는 과거 소 트웨어 라이선스 리를 

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여 왔다. 하

지만 단순 라이선스 리 장만 리하던 방식

으로는 불법복제 단속에서 장 등록 수량과 실

제 배포 수량이 맞지 않고, 한 구매한 소 트

웨어의 라이선스 수량도 체계 인 리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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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 트웨어 라이  사이클

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고자 K사는 소 트

웨어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구매부터 배포  설

치까지의 로세스를 정립하 다. 한 이러한 

차가 시스템을 통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으며 소 트웨어 라이선스에 기반

하여 소 트웨어 설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

법을 찾게 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기업을 한 소 트웨어 자산

리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 트웨

어 라이선스 리 차를 시스템으로 구 하여 

리하고 있는 K사의 시스템 설계  구  사

례를 통하여  효율 인 소 트웨어 라이선스 

리 방법에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4.1 라이선스 리 업무 처리 차

일반 으로 소 트웨어의 라이  사이클은 

<그림 3>과 같이 소 트웨어 수요조사/ 산수

립, 구매/계약, 배포/배치, 자산 리, 폐기의 5가

지 단계로 리한다.

K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세스로 라이

선스를 리하고 있다. 

먼 , 라이선스 구매는 정기 으로 이루어지

는데 이 때  부서를 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

시하게 된다. 직원들은 필요로 하는 소 트웨어 

라이선스 수량을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IT 자산 

구매 담당자에게 구매 신청을 하게 된다. 

이 게 취합된 구매 수요조사서를 바탕으로 

구매 담당자는 재 보유하고 있는 소 트웨어 

라이선스 수량과 요청 수량 사이의 차이를 분석

하게 된다. 즉, 직원들이 요구한 수량이 충분히 

기 보유하고 있다면 구매 목록에서 제외하고 필

요한 목록만 작성하여 구매를 진행하게 되는 것

이다. 일반 으로 구매는 다수의 소 트웨어를 

한 번에 묶어서 구매를 하게 된다.

구매가 이루어진 소 트웨어 라이선스에 해

서는 수량과 함께 시스템에 등록한다. 이때 설치 

매체인 CD는 불법 복제하거나 불법으로 설치하

는 경우를 차단하기 하여 배포하지 않고 시스템

에 등록하고 원본은 도서 에 보존하게 된다.

소 트웨어 리담당자는 구매를 요청한 직원

들에게 라이선스가 구매되었음을 그룹웨어 메일

로 알려주고 라이선스 리시스템을 통해서 설치 

할 수 있도록 공지한다. 

라이선스를 허가 받은 직원들은 라이선스

리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요청한 라이선스가 

허가되었음을 확인한 후 설치한다. 

이때 라이선스를 허가해 주는 기간은 업무성

격에 따라 3개월에서 1년으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라이선스를 부여받아 소 트웨어를 설치

하는 직원들은 해당되는 기간 동안 독 으로 

라이선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신에게 부여된 

라이선스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1주일 에 라

이선스 리시스템으로부터 라이선스 만료 알

림 메일을 받게 된다. 이때 추가 으로 라이선

스를 더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시스템을 

통하여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리자가 

승인해 주면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본

인에게 부여된 라이선스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

우에는 알림 메일에 따라 로그램을 PC에서 

삭제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라이선스는 

시스템에 반환되어 다른 사람이 설치할 수 있도

록 권한이 재부여 된다. 를 들어, 알집 라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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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W 라이선스 리 로세스

스를 8개 가지고 있다면 회사 내에서 동시에 알

집 라이선스를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는 항상 8명 이하가 되는 것이다. 

사가 사용하는 사이트 라이선스 소 트웨어

의 경우에는 항상 설치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된다. 

<그림 4>는 이러한 업무 차를 표 한 그림이다

[김 만, 남기찬, 2010].

4.2 설치 서버 설계

이 에는 소 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설치 매

체(CD, DVD)를 사용자가 소 트웨어를 사용하

는 기간만큼 여하여 주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과 같이 라이선스 리에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첫째로 여자가 설치 후 설치 매체 보  소홀로 

분실하는 경우가 발생하 으며, 둘째로 향후에도 

이용하기 하여 매체를 복사해 놓는 경우가 발생

하 다. 셋째로 본인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빌려 

주어 설치하게 함으로써 라이선스 리 자체가 불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설치 매체의 여에 따른 문제 을 인식

하고 소 트웨어의 설치를 웹에서 라이선스 인가된 

사용자만이 속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림 5>

와 같이 서버 기반의 설치 시스템을 설계하 다. 

<그림 5> 시스템 구성도 

업무 처리 차로 ① 사용자는 라이선스 

리 웹 서버에 속하여 소 트웨어 설치를 요청

한다. ② 웹 서버는 라이선스와 사용자 정보가 

장되어 있는 DB 서버에 라이선스 권한이 부

여된 사용자 인지 쿼리(Query)하여 확인한다. 

③ 라이선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면 웹 서버는 

사용자 속을 설치 일 서버로 계해 다. 

④ 설치 일 서버로 속된 사용자는 소 트웨

어 설치가 자동으로 실행되고 이 때 웹 서버로

부터 허가된 라이선스의 설치키나 락키(Lock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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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받아 입력할 수 있다. 

설치 일 서버 구성을 하여 라이선스 리자

는 구매한 소 트웨어를 설치 서버에 디 토리로 

구성하여 <그림 6>, <그림 7>과 같이 복사하 다. 

<그림 6> 일 시스템 구성

<그림 7>   2010 설치 일 서버

설치 일 서버는 도우 2008 서버를 사용하

으며 클라이언트인 도우XP/ 도우7 사용자가 

네트워크 일 시스템 드라이 로 연결하여 설치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다른 PC에 

설치 CD를 넣고 공유한 후 내 PC에 설치하는 것

과 같은 개념이다. 하지만 네트워크 일 속 경

로는 라이선스 리시스템을 통하여 라이선스 권

한이 있는 사용자만 속이 가능하도록 통제된다.

매체를 설치 일 서버에 복사 후 라이선스 리 

시스템에 라이선스 식별번호, 소 트웨어명, 설치

키, 버  정보, 구매일, 등록일, 라이선스 수량 정

보와 설치 일 경로를 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이 정보는 설계하는 시스템의 DB 서버에 장

되어 설치 일 서버와 분리되어 리된다. 즉 설

치 서버에 속한다 하더라도 라이선스 정보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사이트 라이선스인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하여 

구나 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다.

서버에 복사한 후 설치 매체는 도서 에 등록하

여 별도로 리한다. 여 불가능하도록 처리하여 

매체에 의한 불법복제를 차단하 다. 

4.3 DB 설계

라이선스 리를 하여 Oracle DB를 사용하여 

<그림 8>과 같이 DB를 설계 하고 구축하 다. 

리 장은 소 트웨어명, 용도, 분류 등 소

트웨어에 한 반 인 설명 정보가 들어 있다. 

즉 알집 이라면 하나의 알집에 한 정보가 만들

어 지는 것이다. 라이선스는 해당 소 트웨어에 

한 라이선스 구매와 련 정보  라이선스 수

량, 매체 등을 보 하고 있다. 리 장과 라이선

스는 1 : n 계이다. 알집의 경우 리 장 테이

블의 PK(Primary Key)인 ‘ 리번호’와 라이선스 

테이블의 FK(Foreign Key)인 ‘ 리번호’가 조인

(Join) 연산하여 버 별 라이선스 구매수량, 구매

액, 단가 등의 정보를 출력해  수 있다. 각 라

이선스와 라이선스 신청 테이블 계 역시 1 : n

으로 구성되어 가령 라이선스 테이블의 ‘라이선

스 수량’이 5개로 되어 있으면 라이선스신청 테이

블의 사용승인여부 필드에 ‘승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신청 건은 5건 이하로 리된다. 만약 라이

선스 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반납이 이루어지면 

사용승인여부 필드는 ‘반납’으로 표시되어 ‘승인’

으로 표시된 사용자가 4명이므로 한 명을 더 승

인해  수 있는 것이다. <그림 8>의 오른쪽 하

단 테이블은 자도서  시스템과 연계된 테이블

로 해당 라이선스에 한 매체가 도서 의 어디

에서 리되고 있는지를 표 하며, 왼쪽 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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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리 장 - 여 황

<그림 11> 리 장 - 매체 리<그림 9> 소 트웨어 리 장

테이블은 자산 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자산 상에

서는 어떻게 리되고 있는지 표시해 다. 

<그림 8> 라이선스 시스템 DB 설계

4.4 시스템 구

제4.2 의 시스템 설계와 제 4.3 의 DB 설계

를 통하여 라이선스 리 시스템을 구축하 다. 

라이선스 신청받고 라이선스 구매 수량을 확

정한 후 라이선스와 련한 계약은 계약 리시

스템을 통하여 진행된다. 라이선스가 계약되어 

반입되면 <그림 9>와 같이 소 트웨어 리 

장을 등록하게 된다.

<그림 9>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ER-WIN 

이라고 하는 소 트웨어에 하여 하나의 리

장에 이력과 버 을 통합 리한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총 5번에 걸쳐 동일 소 트웨어에 

한 구매가 일어났으며 그때마다 얼마의 단가에 

구매가 되었고, 어느 업체가 납품을 하 으며 라

이선스 수량과 버  등이 리된다. 총 20개의 라

이선스이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각 버 별로 

라이선스 할당이 이루어져서 사용 된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구매된 ER-Win 7.2 버 의 경우 5

개의 라이선스가 구매되었으므로 5명의 사용자

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사용되며, 4.1.4 버 의 경

우 총 3번에 걸쳐 10 라이선스가 구매되었으나 

버 이 같으므로 10명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그림 10>과 <그림 11>은 ER-Win 소 트

웨어 리 장에 하여 리자가 여 황과 

실제 매체 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보여

주고 있다. 매체 리는 자산과 연계하여 등록

번호와 도서 에 실제로 등록된 자료 번호를 같

이 리하여 통합 리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12>는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화면이다. 사용자는 기업이 보유한 체 라이선

스를 확인하고  보유 수량과 사용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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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라이선스 소 트웨어 설치

출 가능수량을 상단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출하고자 하는 소 트웨어가 있어 해당 

소 트웨어를 클릭하면 재 여하고 있는 사

용자와 버  목록이 나타나며 배포 가능한 수량

이 남아 있다면 여 버튼을 러 <그림 13>과 

같이 라이선스 사용 신청을 하면 된다. 

<그림 12> 라이선스 여 목록 조회

<그림 13> 라이선스 여 신청

<그림 14> 라이선스 수요신청 리

라이선스 사용 신청이 일어나면 리자는 그

룹웨어 메일을 통해서 라이선스 사용 신청이 일

어났음을 알게 되고 승인 혹은 반려 처리를 하

게 된다. 리자에 의해서 라이선스 사용 승인

이 일어나게 되면 사용자는 승인 통보를 <그림 

15>와 같이 그룹웨어 메일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림 15> 라이선스 사용 승인 알림

소 트웨어 라이선스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

자는 시스템을 통해서 설치 로그램에 속할 

수 있는 권한과 라이선스 키를 알 수 있다. 

<그림 16>은 승인 받은 라이선스 소 트웨어

를 설치하는 화면이다. 화면의 좌측은 사이트 라

이선스나 리웨어 라이선스로 등록된 소 트웨

어를 설치할 수 있다. 한 PC나 린터 드라이버

도 같이 등록하여 사용자들이 PC 설치 후 드라이

버 셋 을 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 제공한다. 화면

의 우측은 개인별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라

이선스 소 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다. 라이선스 

승인 기간 동안 언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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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Install’ 버튼을 르면 각 소 트웨어에 맞

도록 라이선스 키, 코드, 주의 사항 등이 나타난다. 

사용자는 메시지를 확인하여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림 17>은 개인별로 사용하고 있는 라이선

스 황과 그간 사용한 이력을 보여 다. 사용자

는 황을 조회하여 본인에게 재 부여된 라이

선스를 악하고 불법복제 문제 등에 하여 능

동 이고 효율 으로 응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7> 개인별 라이선스 사용 내역

재 사용하고 있는 소 트웨어에 하여 부

여된 기간을 과하여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경

우에는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에 해서

는 특별히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리자는 연장 신청에 하여 기자 목록을 확인

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이  사

용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수가 있다. 

라이선스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

자가 별도의 행 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라이

선스 반납 처리되지만 그 이 에 다른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반납 처리가 가능하다. <그림 

12>와 같이 해당 라이선스 사용자 확인이 가능

하므로 하게 라이선스를 확보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호 의하여 반납  사용이 가능하

도록 처리한 것이다. 

라이선스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을 사용자

가 기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에서는 라이

선스 만료 7일 에 라이선스 사용 종료 알림 메일

을 자동으로 보내 다. 사용자는 종료 알림 메일

을 확인하고 계속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연장 신

청을 하면 되는 것이다. 더 이상 라이선스 사용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알림 메일과 같이 소 트

웨어를 본인의 PC에서 삭제 처리하면 된다.

<그림 18> 라이선스 종료 알림 메일

4.5 라이선스 리시스템 구축 성과

소 트웨어 라이선스 리시스템 구축 성과

를 구축 과 후로 비교하면 <표 7>과 같다. 

구축  업무처리 차에 있어서 소 트웨어 

라이선스 사용자는 매체 여를 리자에게  문

의하여 신청한다. 라이선스 리자는 리 장

에 표시한 후 설치 매체를 일정 기간 동안 신청

자에게 여를 해 다. 설치 매체를 여한 사

용자는 본인의 PC에 설치 한 후 매체를 동료에

게 빌려 주거나 집에서 설치할 수 있다. 한 

복제를 해 놓는 일도 가능하다. 실제로 이런 일

들은 소 트웨어 리자로서는 악하기 힘든 

일이고, 이미 라이선스 사용 수량 불일치가 나

타나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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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선 前 개선 後

로세스

장 • 용량 네트워크 인 라 확보 불필요 

• 네트워크를 이용한 무매체 설치로 매체에 의한 

불법복제 가능성 차단

• 상시 라이선스 황 악을 통한 모니터링

• 필요로 하는 소 트웨어 악 용이

• 장 사무실 등 원격지 소 트웨어 설치 용이

• 투명한 소 트웨어 라이선스 리

단

• 매체 여에 따른 소 트웨어 불법복제 가능  

분실의 험성

• 여 수량과 설치 수량의 불일치

• 황 악의 어려움

• 장 사무실 매체 여의 어려움

• 용량 소 트웨어의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네

트워크 인 라 확보 필요

<표 7> 개선 ․후 로세스와 성과 비교

소 트웨어 라이선스 리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는 라이선스를 시스템을 통하여 가용 수

량이 있다면 신청을 하게 되고, 소 트웨어 

리자는 일정 기간 동안 허가를 해 주게 된다. 

이 게 허가 받은 소 트웨어를 사용자는 네트

워크를 통하여 설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

게 되며, 사용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재신청 

는 삭제를 하면 되는 것이다.

매체 여 제한에 따른 설치 매체의 불법복

제를 차단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설치를 통하여 

장의 사무실까지 원격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

한 라이선스를 악할 수 있으며 회사가 보유한 

체 소 트웨어 라이선스를 실시간으로 조회

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소 트웨어 리자의 입장에서는 기업 체

에서 활용되고 있는 소 트웨어 황을 악할 

수 있고, 한 소 트웨어 여  라이선스 

리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실시간 황 악을 통하여 라이선스 개수

만큼 유연하게 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과거 여 이력 황 리를 통하여 불법복제 

검 등에 효율 으로 처할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서 업무처리를 하여 

구매하는 다양한 소 트웨어 라이선스 자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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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로 인한 라이선스 분쟁을 

사 에 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한 

방법으로 소 트웨어 라이선스 리시스템의 설

계  구축 방법에 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에서 

보여  바와 같이 라이선스 리를 하여 한국

IT서비스포럼(itSMF Korea)와 한국소 트웨어

작권 회(SPC)에서 2010년 발표한 기업을 

한 ‘소 트웨어 자산 리(SAM) 가이드 라인’의 

로세스와 차를 수용하여 정보시스템으로 구

축하 으며 기업의 그룹웨어 메일 시스템과 연

동하여 실시간 처리 황을 리자나 라이선스 

신청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 다. 

매체(CD, DVD)의 여를 차단하고 신 라

이선스를 허가 받은 사용자만 시스템 근을 허

가하여 설치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법복제의 주

요 수단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소 트웨어 자산 리자의 경우 기

업이 가진 체 자산 리를 한 에 악할 수 

있고 여 황을 실시간으로 악하여 조정함

으로써 라이선스 구매 정책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즉, 긴 하게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기 

여자를 조회하여 라이선스를 양보하게 처리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설치가 가능하므로 본사와 장 등 사무공간이 

물리 으로 분산되어 있는 환경에서 제약 없이 

라이선스 획득  소 트웨어 설치를 할 수 있

다는 이 장 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라이선스 리 정보시스

템을 통해 체계 이고 통합 인 라이선스 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 되지만 일반화를 해서 라이

선스 소 트웨어 삭제 측면에서는 좀 더 기능 보완

이 이루어 져야 한다. 라이선스 여 사용자가 라

이선스를 사용 후, 반납 처리하 을 경우 라이선스

는 반납이 되고 메일링 기능을 통하여 해당 소 트

웨어를 삭제할 것을 알려주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도 으로 계속 사용하

려고 할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

로 소 트웨어를 계속 사용하게 되어 불법복제 상

태가 된다. 이런 상태를 방지하기 하여 라이선스 

획득 없이 사용되고 있는 소 트웨어를 검사하는 

에이 트를 개발하여 사용자 PC에 설치하여 라이

선스가 없는 소 트웨어 사용을 차단하게 함으로

써 좀 더 안 하고 짜임새 있는 라이선스 리 체계

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한, K사의 경우 우수한 네트워크 인 라를 

이용하여 연구에서 제시한 기술 구성이 가능하

다. 설치 매체의 용량이 용량인 을 감안 

하면 네트워크 환경이 일정 수  이상 되어야 원

활한 소 트웨어 설치가 가능하다. 즉, 네트워크 

인 라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에서 일부 네트

워크 환경이 좋지 않은 소기업의 경우 제약

이 있을 수 있으나 빠르게 발 하는 이 분야의 

기술을 볼 때 극복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가 라이선스 리의 선진 

사례를 제공하여 IT 강국의 상 강화와 분쟁 

없는 소 트웨어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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