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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제 인 규제와 정부차원의 지원과 리가 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기업 등에서는 여 히 소 트웨어자산에 한 인식과 리 소

홀의 문제 을 안고 있다. 이는 리해야 할 소 트웨어자산의 범 가 모호할 뿐 아니라 소 트웨어의 특성상 복사  설치가 쉽고 에 보이

지 않아 리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소 트웨어 리자는 구매부터 조달, 배포, 유지, 처분까지의 체 인 소 트웨어 라이 사이

클의 각 단계별로 수시로 변화되는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해

서 개발된 검용 시스템인 Inspector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제안된 검서비스에는 패키지 소 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한 검색기법이 구 되

었고, 소 트웨어의 권리 리 정보를 표 화하 으며, 지스트리 정보를 활용하 다. Inspector를 사용한 결과 PC 1 당 검시간이 획기 으

로 단축되었다. 이러한 효과 이외에도 소 트웨어를 효과 으로 리함으로써 소 트웨어 구입비용을 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 합리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 소 트웨어 자산 리, 소 트웨어 불법복제, 소 트웨어 작권

Realization of Package Software Inspection Service 

for Software Asse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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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en support-and-management efforts by government are enforced with the growing international restrictions for complying with global 

standard, not a few private enterprises are still suffering software management problems from lack of understanding the software asset 

management and carelessness of the software management. This is due to the ambiguous scope of software asset management as well as 

characteristics of software property such as invisibility, easiness of copy and installation. In other words, it is not easy for software 

managers to comply all the information throughout the software life cycle; from purchasing, procurement. distribution, preservation to 

disposition. Therefore, Inspector which has been developed for resolving these problems are proposed in this study. The inspection service 

consists of search algorithms adapted for software characteristics, standardization of software right management information, and practical 

use of registry information. Inspection time for a PC by using inspector make the inspection time much shorter. It is also shown that 

effective software management enables the enterprise to curtail software acquisition cost and to help rationalizing its business management.

Keywords : Software Asset Management, Software Piracy, Software Copyright

1. 서  론 1)

소 트웨어산업은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산업으로서 타 산

업의 생산성  효율성을 증 시키고 경쟁력을 획기 으로 

개선시키는 략산업으로서 우리나라가 지속 으로 육성·발

시켜야할 분야이다. 그러나 소 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하

여 련 산업발 이 심각하게 해되고 있으며, 통상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소 트웨어 특성상 복사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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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쉽고 에 보이지 않아 소 트웨어를 리하는 담당자

가 이를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작권 침해여부를 악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소 트웨어를 하드웨어와 같은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미흡한 것이 불법복제의 주요 원

인으로 악되고 있다.

일부 기업의 CEO들은 정부의 지속 인 소 트웨어불법

복제 단속으로 정품소 트웨어사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리체계가 미흡하여 인터넷 등의 경로를 통해 손쉽

게 입수한 소 트웨어를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방치함으로써 

CEO  리자의 의지와는 상 없이 소 트웨어 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한 정보화․ 문화된 업무여건 변화로 사

무용 소 트웨어의 활용 비 이 증가함에 따라 IT자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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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한 국 48% 50% 48% 46% 46% 45% 43%

일 본 37% 35% 29% 28% 28% 25% 25%

 국 92% 92% 92% 90% 86% 82% 82%

미 국 25% 23% 22% 21% 21% 21% 20%

세계평균 37% 40% 39% 36% 35% 35% 35%

<표 1> 2008년 BSA 주요국의 소 트웨어 불법복제율 이 기존 하드웨어에서 소 트웨어 심으로 옮겨가는 추세

이며, 새로이 요자산으로 부각되는 소 트웨어의 효율

인 리능력 보유여부가 체기업 리능력의 요한 사항

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타결된 한․미 FTA 상에서는 소 트웨어지

재권과 련하여 공공기 에 자발 인 소 트웨어 리 규정 

 책임을 의무화하도록 하 으며[9] 2006년 5월에는 ISO

(국제표 화 기구)에서 ISO/IEC 17990-1로 규정된 소 트웨

어자산 리 기 을 정식으로 발표하 다. 이는 소 트웨어 

자산 리에 한 심과 요성이 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표 에 맞추어 소 트웨어자산 리를 해야 

할 시 이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국제 인 규제와 정부차원의 지원  리가 이루

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소 트웨어자산에 한 인

식과 리 소홀의 문제 을 안고 있다. 이는 리해야 할 소

트웨어자산 범 의 모호함과 소 트웨어의 특성상 복사  

설치가 쉽고 에 보이지 않아 리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업용 패키지소 트웨어를 효과

으로 검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연구하여 이를 구 함으로

써 조직 내 PC에 설치된 소 트웨어 자산을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문헌조사로써 

소 트웨어 자산 리의 효과  표 화 등에 한 기존문헌

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기업 내 소 트웨어 리 차  문

제 을 고찰한 후 소 트웨어자산을 식별할 수 있는 검색기

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제시된 검색기법을 기반으로 패

키지 소 트웨어 검서비스를 구 하고 이를 통한 사용효

과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

구 방향에 해서 언 한다.

2. 련 문헌  표 화동향

2.1 소 트웨어 자산 리효과 련 

기업의 IT 산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IT투자 비 평가와 

련된 연구와 IT 자산 리의 효과에 한 보고서가 등장하

기 시작하 는데 부분의 학술 인 연구는 IT투자에 한 

체 인 차원에서의 유·무형 효과 평가  방법론과 련

된 연구가 부분이며, 소 트웨어자산 리의 측면에서는 

학술연구 보다는 미국의 다국  소 트웨어 작권사의 의

뢰를 받아 IDC등 컨설 업체가 주도가 되어 진행되고 있다.  

IDC는 소 트웨어 비용은 IT 산의 25%를 차지하며 효

과 인 라이 사이클 자산 리를 통해 25%의 비용을 감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고, 메타그룹 역시 효과

인 라이 사이클 자산 리를 통해 25%의 소 트웨어 비용

을 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5] 가트  

그룹은 IT자원들의 라이 사이클 통합 리로 IT자원의 수

명이 업계 평균 15%~20%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자산 추

과 활용 합성, 편리한 자원 감사로 라이선스 리스크가 

80~90%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하 다. 한 리되지 

않는 도 XP 데스크톱 PC의 3년 총 소유경비가 5천309달

러이며, 같은 데스크톱이 잘 리 을 때 3천 335달러가 된

다고 발표한 바 있다.[11] 공통 으로 소 트웨어 TCO 감

의 핵심 사항은 효과 인 소 트웨어자산 리 체제를 마련

하는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다수의 기업에 문제를 

남기는 소 트웨어 라이선스 리”보고서[1]에 따르면 기업

의 소 트웨어 자산 리 실무에 한 인식은 확산 이지

만 소 트웨어 라이선스 반에 따른 리스크를 리하는데 

있어서는 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효과 인 

리를 해 소 트웨어 사용정보 모니터링 Tool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소 트웨어자산 리는 재무  

, 기 리 , 업무 로세스 으로 효과를 측정하

고 있으며 재무  은 소 트웨어비용 감과 유지보수 

비용의 감으로부터 TCO 감  ROI극 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즉 소 트웨어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체계 으로 

리하게 되면 필요한 소 트웨어만을 계획 으로 구입하여 

불필요한 비용손실을 막을 수 있으며, 보다 극 인 소

트웨어 자산 리는 벤더와의 계에서 Negotiating Power를 

증진 시킬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한 허가 받지 않은 로그램들로 인한 바이러스와 

보안상 문제, 그리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네트워크와 시스

템  인력 손실을 비 할 수 있다. 결과 으로 소요비용 

뿐 아니라 소 트웨어의 교육, 유지, 분배, 리 등 에 보

이지 않는 비용을 최 한 감하여 경  효율을 높일 수 있

다. <표 1>는 올해 IDC에서 발표한[6] 주요국의 연도별 소

트웨어 불법복제율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소 트웨

어 불법복제율이 세계평균인 35%보다 높은 43%로서 소

트웨어 불법복제를 근 하기 해 정부차원의 단속활동 강

화 등 강력한 지 재산권 보호정책을 수행해 오고 있다. 따

라서 기업이 정부의 이러한 단속활동 등에 처하기 한 

기 리 에서 불법소 트웨어사용을 사 에 방지함으

로써 불법소 트웨어사용으로 인한 법 인 과 이와 

련된 작권자의 합의  지불의 기를 막아내어 기업 이미

지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2.2 소 트웨어 자산 리 문제   IT자산 리 Tool 황

SW자산 리(Software Asset Managemanet)란 SW를 

리하기 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부터 계약조건을 연구하고 

구매하는 것과 사용 황을 조사 하는 것, 하게 배포하

고 련자원을 지원하는 것의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3]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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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W자산 리 주요 문제

SW특성 요인

- HW와 달리 Version Upgrade는 있으나 폐기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설치된 SW는 시간이 경과할 수록 실체를 악하기가 어려움

- 구매→입고→자산등록→설치→활용→증설→폐기(혹은 재사용)등의 생명주기 과정에서 수시로 변화하는 정보를 실

제 시스템(혹은 장부)의 기록들과 정확 일치 시키기가 어려움

기업 내부  요인
-자산 리와 실사 시 발생되는 비용에 한 민감성 

-거짓정보 입력 가능  잦은 인수 합병 

기업 외부  요인 
-기술트 드  라이선스 계약 방식이 수시로 변경 될 때

-SW제공 업체별로 SW재사용  유지보수 제약 조건이 상이

<표 3> 국내 주요 IT 자산 리 Tool 황[9][10][11]

구분 TCO!stream AutoDeploy NetClient

개발사 (주)티씨오솔루션 (주)아이젝스 (주)닥터소 트

주요기능

․보안 리

․자산 리

․불법소 트웨어 리

․소 트웨어 배포

․원격제어

․소 트웨어 미터링

․보고서 작성  통계분석

․자산 리

․소 트웨어 배포

․원격제어  감시

․IP/PC 리

․패치  보안 리

․라이선스 리

․라이센스 리

․보안 리

․백신 리

․정책 리

․원격/장애 리

․배포 리

․보고서/통계

․이력/구성 리

<표 2> 소 트웨어 자산 리 주요 문제

(그림 1) ISO/IEC 19770-1의 범

로서 효과 인 소 트웨어 자산 리를 해서는 소 트웨어

의 구매부터 조달, 배포, 유지, 처분까지의 체 인 소 트

웨어 라이 사이클의 각 단계별로 수시로 변화되는 정보를 

실제 시스템 기록과 정확히 일치 시켜야한다는 문제 이 있

으며 특히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소 트웨어의 특성

요인  기업의 내․외부 인 요인 등으로 리의 어려움이 

증 되고 있다.

이를 해 기업에서는 새로운 IT시스템 구축에 한 노

력과 함께 이미 구축된 소 트웨어를 포함한 IT자산을 어떻

게 효율 으로 사용하고 리할 것인지에 한 자산 리 

Tool 도입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표 3>은 국내 주

요 IT자산 리 Tool 황으로 부분 소 트웨어의 효율  

배포와 더불어 보안 리, 원격제어  감시 기능을 주된 기

능으로 하고 있으며, 소 트웨어 자산 리를 한 검색의 

경우 3개 제품 모두 리 상 소 트웨어를 사 에 입력 한 

후 검색  필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설치되어 사용 인 소 트웨어의 

사용허락조건(상업용 로그램인지 여부 등)을 리자가 쉽

게 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한 검색 기법  소

트웨어의 권리 리정보의 표 화의 부재로 불법소 트웨어 

사용여부를 정확히 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3  소 트웨어 자산 리 표 화 동향

ISO/IEC 19770-1 (Information technology Software asset 

management Part 1: Process)은 2006년 5월에 ISO/IEC 

JTC1/SC7 WG21에서 제정한 소 트웨어자산 리 련 국제

표 으로 소 트웨어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라이선스와 사용 

차를 체계화하기 해 소 트웨어자산 리 차를 다루고, 

그 결과를 명시하고 있으며 IT서비스 리를 효과 으로 지

원하고 조직이 일정한 표 에 따라 소 트웨어를 리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 을 제시하고 있다.[3]

여기서 소 트웨어 리(SAM : Software Asset Management) 

원칙은 소 트웨어와 련된 매체, 설치, 라이선스, 라이선스 

증명, 지식재산권에까지 모두 용되며 결국 소 트웨어자

산에 한 TCO를 감하고 소 트웨어라이선스 수에 들

어가는 투자비용 비 효과를 극 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 이 표 은 (그림 1)과 같이 IT 자산 리의 일부

분에 해당하며, IT 품질을 다루는 ISO/IEC 20000과 IT 

Service 리를 다루는 BS 15000  ITIL의 일부분에서 발

된 연구이다.

ISO/IEC 19770 Part 1의 주요내용은 기업 등에서 소 트

웨어 자산 리를 실천하기에 앞서 기본 으로 필요한 ‘ 로

세스’에 한 정의와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세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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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제정 목  내용

인벤토리 리 각각의 소 트웨어에 특정ID를 부여함으로써 사내소 트웨어배치, 재무회계, 라이선스 일치를 용이하게 함

보완  안정성 확충
소 트웨어별 ID에 의해서 인증되지 않은 소 트웨어를 폐기하고 소 트웨어사용권 등 소 트웨어데이터 

장 인 라 구축과 데이터에 한 근통제 기술로 소 트웨어정보  사용권 리

정보처리기능을 가진 서비스 제공 
각각의 소 트웨어가 특정 I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 트웨어의 특성에 따라 패치, 업그 이드 등 맞춤 

서비스 제공 가능

소 트웨어 리 행정의 효율화
각각의 소 트웨어자산에 한 보안ID를 기반으로 몇 개의 소 트웨어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용할 것

인지 등의 계획 수립이 가능하여 소 트웨어에 한 근본 인 리가 가능

<표 5> ISO 19770-Part2에 논의되고 있는 주요 소 트웨어 리 정보[4]

정보군 정보내용 

애 리  이션  애 리캐이션ID, 제품 군, 제품 조, 제품 에디션, 애 리캐이션 번호

버  버 이름, 버 번호

제조사 서비스 팩, 빌드 번호, 제품SKU, 제조날짜, 회사명, 언어, 시리얼넘버, 제품출처

소 트웨어 사용 링크지원, 주석, 키워드, 공개 키 토큰, 로세서 아키텍쳐

작권 작권자, 법 인 작권, 라이선스 권리ID

소 트웨어설치 최조설치ID, 설치시간, 설치소스, 조작변경출처, 조작변경유형, 조작변경일

<표 6> 소 트웨어 분류

구 분 개 념 

상용 소 트웨어(정품) 돈을 주고 구입함으로써 사용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획득한 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의 로그램들을 의미.

리웨어(Free Ware)
사용자의 일정한 제약 조건하에( 를 들어 개인목 이나 가정 내에서만 사용, 배포 지 등)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로그램을 말하며, 를 들어, Adobe Acrobat Reader, MS Internet Explorer 등이 이에 해당.

셰어웨어(Share Ware)
정품을 구입하기 에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는 로그램으로 일부 기능이나 사용기간, 사용 상이 제한돼 

있으므로 정당한 사용조건을 악한 후 사용해야 한다.

번들(Bundle)
별도로 매되는 제품들을 묶어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진 형태로, 번들소 트웨어 단독 매는 불법이며 

사용 권한 등에서도 제한이 있으므로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표 4> 19770-Part2 제정 목  

조직관리조직관리 프로세스프로세스 핵심핵심SAM SAM 프로세스프로세스 주요프로세스주요프로세스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SAM 통제환경
-SAM 기업지배 프로세스
-SAM 역할과 책임
-SAM 정책, 프로세스, 절차
-SAM 역량

SAM 계획 및 구현
프로세스
-SAM 계획
-SAM 구현
-SAM 모니터링과 검토
-SAM의 지속적인 개선

SAM 인벤토리 프로세스
-SW자산의 확인
-SW자산 인벤토리
-SW자산통제
SAM 검증 및 기준준수
프로세스
-SW 자산 기록검증
-SW라이선스 기준준수
-SW자산 보안 기준준수
-SAM 적합성 검증

SAM 라이프사이클 프
로세스 인터페이스
-변경관리 프로세스

-취득 프로세스

-SW개발 프로세스

-SW배포 관리 프로세스

-SW배치 프로세스

-인스던트 관리 프로세스

-문제 관리 프로세스

-폐기 프로세스SAM 운영관리 프로세스
및 인터페이스

-SAM 관계 및 계약관리
-SAM 재무관리
-SAM 서비스 레벨관리
-SAM 보완관리

조직관리조직관리 프로세스프로세스 핵심핵심SAM SAM 프로세스프로세스 주요프로세스주요프로세스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SAM 통제환경
-SAM 기업지배 프로세스
-SAM 역할과 책임
-SAM 정책, 프로세스, 절차
-SAM 역량

SAM 계획 및 구현
프로세스
-SAM 계획
-SAM 구현
-SAM 모니터링과 검토
-SAM의 지속적인 개선

SAM 인벤토리 프로세스
-SW자산의 확인
-SW자산 인벤토리
-SW자산통제
SAM 검증 및 기준준수
프로세스
-SW 자산 기록검증
-SW라이선스 기준준수
-SW자산 보안 기준준수
-SAM 적합성 검증

SAM 라이프사이클 프
로세스 인터페이스
-변경관리 프로세스

-취득 프로세스

-SW개발 프로세스

-SW배포 관리 프로세스

-SW배치 프로세스

-인스던트 관리 프로세스

-문제 관리 프로세스

-폐기 프로세스SAM 운영관리 프로세스
및 인터페이스

-SAM 관계 및 계약관리
-SAM 재무관리
-SAM 서비스 레벨관리
-SAM 보완관리

(그림 2) SAM 로세스의 주요내용

(그림 2)와 같이 SAM을 한 조직 측면의 리 로세스, 

핵심 SAM 로세스, SAM을 한 기본 로세스 인터페이

스 등의 3 부분으로 구성되고, 체 으로는 27개의 세부 

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ISO 19770-part2 태그 부

분도 산업계의 최종 검토를 거쳐 08년도에 발표될 정이다.

Part 2는 애 리 이션 ID, 번호, 버 이름 등 모든 소

트웨어 권리 리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국제표  체계이다. 

산업계의 의견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ISO 19770-Part2의 

문가 회의 자료는 태그제정의 목 을 <표 4>과 같이 정

리하고 있다.

정리하면 19770-Part1은 소 트웨어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사 인 소 트웨어 리 차(Process)를 규정하 다면, ISO/IEC 

19770-Part2는 소 트웨어자산 각각에 한 정확한 정보규

명과 이를 통한 정확한 인벤토리 리를 한 수단을 제공

하는데 핵심이 있다.

따라서 ISO/IEC 19770-Part 2가 공식 인 소 트웨어분

야의 권리 리 표 으로서 정착이 되면 기업 내에서 사용되

고 있는 소 트웨어자산을 식별하고 리하는데 보다 손쉬

운 Tool 제공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소 트웨어자산

리 솔루션 개발업체들 사이의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망된다. 

3. 소 트웨어 리  검색 기법

3.1 사용 허락에 의한 소 트웨어분류

소 트웨어는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표 6>와 같이 기업에 설치된 소 트웨어  리 상 차

원에서 작권자에 의해 허용된 사용범 에 따라 상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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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 트웨어 리를 한 기본 차 모델

SW 분류코드

SW 분류명

기존 SW 관리 정보기존기존 SW SW 관리관리 정보정보

SW 명

SW 버전

* 실행파일명

* 파일사이즈

저작사 코드

* 저작사명

SW 제품구분
(국내/국외)

SW 분류코드

SW 분류명

기존 SW 관리 정보기존기존 SW SW 관리관리 정보정보

SW 명

SW 버전

* 실행파일명

* 파일사이즈

저작사 코드

* 저작사명

SW 제품구분
(국내/국외)

(그림 4) 소 트웨어 Check List 구조

(그림 5) 소 트웨어 Check List 검색

트웨어, 리웨어, 쉐어웨어, 번들용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기업 내에서 리해야 소 트웨어로는 리웨어를 제외한 

모든 소 트웨어가 리 상임을 알 수 있다.

3.2 기업 소 트웨어 리 차  문제

다음 (그림 3)은 기업 내에서 기본 인 소 트웨어 리

를 해 설계된 차 모델이다.

◦ Phase 1 : 검 상 시스템 수 악

◦ Phase 2 : 시스템별 설치 소 트웨어조사 

◦ Phase 3 : 설치 소 트웨어별 상용여부  상태 확인

◦ Phase 4 : 상용소 트웨어별 보유 정품CD  라이선스 

악

◦ Phase 5 : 비교  불법여부 확인

일반 으로  소 트웨어 리는 조직의 내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소 트웨어를 조사함으

로써 시작된다. 이어서 소 트웨어에 한 라이선스를 보유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조직 내 패키지 소 트웨어 리 차 (그림 3)의 Phase 2

단계에서 조직의 검 상 시스템에 설치된 소 트웨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하기 해서는 PC에 설치된 각각에 

소 트웨어들  상용소 트웨어에 한 작권 정보가 사

에 정의 되어있어야 하지만 Windows 기반 OS에 제공되

는 소 트웨어설치 정보에는 해당 소 트웨어가 상용소 트

웨어인지 리웨어인지 소 트웨어 리자가 한 에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 효율 인 소 트웨어 리에 많은 문제

을 안고 있다. 즉 검 상 시스템 수가 증가할수록 수작업

에 의한 검시간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종합 인 리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3.3 리 상 소 트웨어 정보  검색 알고리즘

상용소 트웨어에 한 소 트웨어 리정보를(“이하 소

트웨어 Check list이라 함”)사 에 정의한 후 이를 해당 시

스템에 설치된 소 트웨어와 매칭 시키면서 검색하면 신속

한 검이 이루어지며 효율 인 소 트웨어 리가 가능해 

진다. 소 트웨어 리 정보 등록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소 트웨어  리 상 소 트웨어를 선정하여 (그림 4)

와 같이 이를 개발한 회사의 작자  개발회사, 소 트웨

어 명칭, 소 트웨어 일명(Filename), 일크기 등을 DB

화한다. 

(그림 5)는  등록된 소 트웨어 리정보를 검색한 를 

보여 주고 있다.

소 트웨어 Check List에는 소 트웨어 리자 입장에서 

리해야할 상소 트웨어에 한 작권정보 즉 작권사, 

로그램명, 버  등 다양한 메타 정보값이 포함된다.

그러나 (그림 4)의 경우 소 트웨어 리정보 입력시 일부 

상용 소 트웨어의(Alzip 등) 경우 로그램 패치가 수시로 

일어나, 이를 매번 조사하여 메타 정보값 을 Update하기에

는 한계가 있고, 바이러스 등에 의한 일 사이즈의 변동으

로 같은 소 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소 트웨

어 리정보를 입력하고 리해야하는 문제 이 발생하

다. 즉 (그림 8)의 기존검색의 경우 PC에 설치된 모든 일

을 검색하여 기존 SW 리정보에 등록된 상용소 트웨어 추

출 기  에 하나인 실행 일명과 일사이즈를 비교한 결

과와(result1) 지스트리를 검색하여 PC에 설치된 소 트웨

어가 Check List에 등록된 일명과 사이즈가 다르지만 

Registry에는 존재할 경우의 결과(result2)를 활용하여 설치

된 모든 리 상 소 트웨어를 검색할 경우에는 소 트웨

어 Check List  일이름  일사이즈가 정확히 매칭이 

되지 않으면 정확한 검색이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

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해 (그림 7)의 시와 같이 작권

사 들이 소 트웨어를 배포할 당시 제공한 소 트웨어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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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개선된 소 트웨어 Check List 구조

(그림 7) ALZip.exe 속성 정보 값 시

Result 1 + Result 2

Matching 

& Filtering

Item

PC Hard Disk

File Searching
*.*

Matching

File Name

Extraction

Key File Name

Matching

Key File Size

Matching

Registry

Searching

*.exe

*. 해당확장자

Result 2Result 1

[Result 1

exception]

Registry Item

Registry 

Searching

*.exe

*. 해당확장자

Result 2

Result 1 &

Registry 

Comparison

Result 1 + Result 2

PC Hard Disk

File Searching

Result 1

Matching & 

Filtering

Item

(Exe list) ∩

(SW-Checklist)

Comparison

Exe File list

Extraction

*.exe

□ 기존 검색 로직 □ 신규 검색 로직

(그림 8) 개선된 검색 로직

<표 7> 검색 방법 비교

기존 검색 방법 신규 검색 방법

Condition 1
PC에 설치된 SW가 Check List에 등록된 일명과 사이

즈가 동일한 경우
☞ Condition 1

PC에 설치된 SW가 SW Check List에 등록된 SW 속

성정보와 동일한 경우 (기존 Condition 1, 2 모두 포함)

Condition 2
PC에 설치된 SW가 Check List에 등록된 일명은 동일

하나, 사이즈가 다른 경우
☞ Condition 2

PC에 설치된 SW가 SW Check List에 등록된 SW 속성

정보와 다르지만, Registry에는 존재하는 경우로 SW의 

속성정보를 추출하는 경우 (Condition1 이외의 검색조건)

Condition 3

PC에 설치된 SW가 Check List에 등록된 일명과 사이

즈가 다르지만, Registry에는 존재하는 경우로 일명을 

추출하는 경우

 

성 정보 값 일부를 활용하여 (그림 6)과 같이 소 트웨어 

리정보 구조를 개선하 다.

(그림 6)에서 보는바와 같이 Check List에 등록된 소 트

웨어 리 정보에는 작권사들이 해당 소 트웨어를 릴리

즈 할 당시의 속성 값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 일명  

일사이즈 비교 검색을 통한 문제 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속성 값을 이용하여 소 트웨어 리정보 

DB를 구축 한 후 (그림 7)과 같이 검색 상 PC내에 설치

된 .exe화일의 속성 값을 비교한 결과(Result 1)와 PC에 설

치된 소 트웨어가 Check List에 등록된 소 트웨어 속성정

보와 다르지만, Registry에는 존재하는 경우(Result 2)로 구

분하여 검색하면 기존 검색 로직에 따른 일 사이즈 변동 

등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 <표 7>은 기존 검색  신

규 검색 방법을 비교한 결과이다.

4. 패키지 소 트웨어 검서비스 구

4.1 검색 메소드 구

(그림 8)의 개선된 검색로직을 구 한 결과는 (그림 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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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inFrame::OnInspectorStart()

← 검색시작 버튼 클릭(메시지 처리)

CMainFrame::OnInspectStartKey()

← 검색시작

pDlg.DoModal() ← 사용자 정보 다이얼로그 띄움

CInspectorDoc::InspectStartThread()

← 검색 Thread 띄움

------------------- 검색 스레드 -------------------

CSearchThread::Run() ← 스레드 시작

CSearchThread::KeyFileDataReadSet() ← Check list 로드

CSearchThread::FindFileRecursive(char *path) 

← 모든 파일 검사, 재귀함수

CSearchThread::KeyDataCheck(CString fname)

CSearchThread::ArrayFind(CString str) ← Check list와 비교

( 

CSearchThread::GetRegSoftWareInfo(char *fname)

← 키파일에 없을경우 레지스트리 검색 )

CSearchThread::WriteLocalPcCheckList() ← 파일에 쓰기

CInspectorDoc::SelectTreeViewFolder(INSPECT_SOFTWARE_INFO *fd)

← 검색된 소프트웨어정보 필터링(중복 소프트웨어 flag=4로 처리)

( 

SearchThread::FindFileRecursive(char *path) )

← 하위폴더가 있을경우 자기자신 호출 )

::SendMessage(pFrame->m_hWnd,WM_COMMAND,ID_INSPECT_STOP,0)

← 메인프레임에 검색 종료 메시지 전달

------------------- 검색 스레드 -------------------

CMainFrame::OnInspectStop() 

← 검색 종료 메시지 처리

CMainFrame::OnInspectStopKey()

← 검색 스레드 

사용자로부터 “검색시작” 이벤트를 받으면, 사용자에게 사용자 PC의 정

보를 요구하게 된다. 사용자로부터 PC의 정보를 입력받으면 본격적으로 해

당 PC에 설치되어 있는 software(해당 소프트웨어의 실행 file or dll 

file)를 scanning하게 된다.

(그림 9) PC내 소 트웨어 검색을 한 메소드

(그림 10) Inspector를 이용한 소 트웨어 리 차

(그림 11) Inspector 검색 결과 출력 화면

(그림 12) 각 PC별 검색결과 취합

4.2 소 트웨어 검용 Tool(Inspector)  

(그림 6)과 (그림 8)의 신규 검색 로직을 용하여 개발

된Inspector는 개별 PC에 한 소 트웨어설치 정보를 수집

하면서 소 트웨어 Check List와 비교 한 후 지스트리 정

보를 추가 으로 비교하여 검 상 PC에 설치되어 있는 

소 트웨어에 하여 검 상 기 이 보유하고 있는 소

트웨어 리 장과의 일치여부를 조․확인한 후 소 트웨

어 리자가 신속하게 단하여 효과 으로 소 트웨어를 

리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10)는 소 트웨어 리자

가 Inspector를 이용하여 소 트웨어를 리하는 차를 나

타내고 있다.

(그림 11)은 조사 상 PC에 설치된 소 트웨어를 검색한 

결과로서 그림에서 구분 란의 1은 PC에 설치된 소 트웨어

가 소 트웨어 Check List에 등록된 소 트웨어 속성정보와 

동일한 경우이며 구분 2는 PC에 설치된 소 트웨어가 소

트웨어 Check List에 등록된 소 트웨어 속성정보와 다르지

만, Registry에는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그림 12)은 각 PC별로 검색을 완료한 후 각각의 검색결

과를 취합하는 화면이며 취합된 결과는 (그림 13)와 같이 

소 트웨어사용 황을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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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요시간  비용

수작업 Inspector 이용시

PC 1 당 평균 검시간 15분 20

100  검시간 15분(1PC)× 100  = 25시간 20 (1PC) × 100  = 33분

검결과 취합시간 60분 30

보유CD  라이선스 비교 확인 시간 10분 10분

검결과 포  시간 15분 즉시

PC 100  기  총 소요 시간 27시간 10분 43분

1인 투입(8시간 기 /1일) 3.3인/1일 0.08인/1일

인건비(’07년 기술자 노임 단가 기 ) 3.3인 × 136,290원 = 449,757원/1일 0.08인 × 136,290원 = 10,903원/1일

<표 9> ’07년 월별 Inspector 배포 건수

(단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홈페이지 467 471 1,153 1,301 1,949 6,108 4,606 7,048 1,711 2,088 1,139 1,154

공유 게시 51 436 414 104 328 1,150 518 526 344 211 178 117

합계 518 907 1,567 1,405 2,277 7,258 5,124 7,574 2,055 2,299 1,317 1,272

<표 8> PC 100 당 검 소요시간 비교

(그림 13) 소 트웨어사용 황 출력

응답 항목 응답자수 비율

매우 만족 529명 47%

체 으로 만족 342명 30%

보통 132명 12%

불만족 131명 12%

 합  계 1,134 명

(기간 : ’07. 5. 1 ～ ’07. 8. 31)

<표 10> 사용 만족도 조사결과

4.3 사용효과  배포건수

소 트웨어 리자가 (그림 3)의 Phase 2단계에서 다수의 

PC에 설치된 소 트웨어에 하여 수작업에 의해 사용 황

을 악할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검용 

Tool을 이용하면 실험결과 검 상 PC가 많아질수록 검

시간  이에 소요되는 인력을 상당부분 감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수작업으로 주요 PC사양이 Pentium 4 CPU에 500MB 

RAM을 보유한 PC 100 를 상으로 1인이 검하여 결과

를 도출하기 까지 27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Inspector를 이용할 경우에는 <표 8>과 같이 43분이 소

요되어 상 으로 1일에 3인 이상의투입인원을 감한 효과

와 이에 따른 경제  효과로서 2007년 소 트웨어기술자의 

등 별 노임단가를 용하여 기술자 기 으로 438,854원

의 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 Inspector는 일반 기업체의 소 트웨어 리자들이 

직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무료 다운로드 서비

스[8]를 실시하고 있으며, 07년도 검용SW의 총 배포건수 

<표 9>과 같이 총 3만 3천여 건으로서 정부차원에서 실시

한 공공기  패키지SW 사용실태 자체 검 시행에 따라  

6～8월간 배포건수가 체건수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한 <표 10>와 같이 Inspector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용

자를 상으로 07.5～07.8월 까지 인터넷 Cyber-Poll을 이용

한 사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 가까이 사내 소

트웨어 리에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되어 검용 소 트웨

어가 기업에서 소 트웨어를 효과 으로 리함으로써 구입

비용의 감  경 합리화에 많은 이바지를 함과 동시에 

정품 소 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에 요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향후 연구방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터넷 사용 인구의 폭발 인 증

가와 더불어 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는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 에 따른 소 트웨어 복제

의 용이성 증 로 소 트웨어를 리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내에 있는 모든 PC에 설치된 소 트웨어를 일일이 확인하

고 불법여부를 악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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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 PC가 증가 할 수 록 소 트웨어 리자의 어려움도 

증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소 트웨어자산 리를 

한 모니터링 Tool로써 Inspector를 개발하여 검서비스를 

구 하 고, 정확한 소 트웨어 황 정보를 추출하기 한 

검색알고리즘 용에 따른 사용효과 등을 제시하 다. 

소 트웨어자산 리의 기본 활동은 소 트웨어권리 리 

정보의 표 화를 통해 소 트웨어 Check List에 등록되어야 

할 상용 소 트웨어  리 상 정보를 효과 으로 획득하

고 이를 기반으로 각 PC에 설치된 소 트웨어 정보를 분석

하여 조직 내에 정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 트웨어 정보와

의 일치 여부를 식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술한 바와 같이 재 Windows기반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 트웨어권리 리 정보로는 상용 소 트웨어 여부를 사용

자가 효과 으로 악할 수 없어 효과 인 소 트웨어자산

리의 한계가 있었으나 Inspector 서비스 구  사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 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련연구 사례와 같이 사 인 에서 성공 인 

소 트웨어 자산 리를 해서는 소 트웨어 자산을 식별하

고 자산 리를 한 정책(policy)이 선행 되는 것이 요하

다. 이를 통해 IT서비스 단 험방지  소 트웨어라이

선스의 효율  재배치를 통한 비용 감과 시장의 수요에 

응하여 빠르고 신뢰성 있게 새로운 시스템과 기능을 배치하

는 등의 효과와 더불어 소 트웨어 작권 침해를 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한 향후 개방, 공유, 참여의 정신을 모티 로 한 Web 

2.0환경에서는  패키지 주의 소 트웨어 유통방식이 이제

는 웹 기반의 SaaS(Software as a Service)서비스 방식으로 

환되어 소 트웨어의 소유에서 속으로 사용방식의 변화

가 가속화 될 것이다.

즉, Web 2.0을 시한 새로운 IT패러다임이 사용자와 더불

어 소 트웨어산업구조와 사업모델 반에 커다란 향을 주

고 IT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소 트웨어 비즈니스 모

델을 만들어 경제  가치를 창출해내는 랫폼으로의 웹이 뿌

리내리고 있어 기존의 패키지 주의 소 트웨어 유통방식으

로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

제는 웹 기반의 서비스 방식으로 환됨으로써 SOA와 Web 

Sevice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 디맨드(On Demand) 소 트웨

어 유통 방식인 SaaS(Software as a Service) 시장이 차 

정착될 것으로 망되며 궁극 으로 이러한 SaaS를 기반의 

소 트웨어 사용방식이 보편화 되면 소 트웨어 자산 리  

소 트웨어 작권 침해의 문제  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의 활성화를 해 정부차원의 다각

인 지원  련 연구가 필요한 시 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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