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솔루션 

THE NEXT SOFT MANAGEMENT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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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릭스  Package 

누구나 손쉬운 사용 그리고 효과적인 관리! 

년 2회 정기 업데이트를 통한 최신 패러다임 반영! 

기업 SW 운영관리 고민 해결!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의 표준 

Usable & Effective 

실물 자산관리 

SLIM연동 (R&D SW관리) 

설치유도 넷폴리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1) 필요성 

2) 관리자 고민사항 

3) 양벌규정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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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의 현재와 미래 

필요성 

• 라이선스 준수 이행 불가로 인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통계 

• 국내 불법 소프트웨어 상업적 가치

6400 억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출처 : BSA 

• 제조사 임의의 판매방식 변경 

• 통합 라이선스 관리 방식의 체계 마련 

시급 (OV, CC, Suite 등) 

• 년간 갱신형 관리의 자동화 및 구매계획 

수립 

불법감소율 저조   

( 2016년 대비 3% 하락 ) 

41% 
2009년 

40% 
2011년 

38% 
2013년 35% 

2016.6 
32% 
2018.6 

변화하고 있는 라이선스  

구매 방식의 대응 방안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구현 

• 법적분쟁 발생 기업 신뢰도 하락 위험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악성코드 유

입 등 보안사고 증가 

출처 : BSA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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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고민사항 

키워드별 해법제시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관련 검색어 TOP4  (2016. 4~ 2017. 3 네이버 조사결과)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Q1. 불법 소프트웨어 관리 

• 비구매 소프트웨어 차단 

• 자가삭제 / 자가보고 방안 

• 불법설치 시도 행위분석 

• 구매계획 수립방안 

Q3.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 실무자 입장의 운영방식과 편의성 구성 

• 구매 라이선스를 근거한 지속적인 체계 마련 

• 구매 라이선스 부족 및 과잉 분석 

Q2.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 반기별 전문가 실태점검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운영 기록 축적 

• 소프트웨어 최신동향 항시 인지  

• 실시간 이슈 소프트웨어 점검 

Q4. 폰트관리 

• 구매 폰트를 근거한 지속적인 체계 마련 

• 번들 폰트 관리범위 대상 자동 제외 



Copyright ©  DOCTORSOFT Co. Ltd., All Rights Reserved.  6 

양벌규정 준수사항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제도보완 

• 사내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규정(지침)서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에 대한 징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직무 기술서에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자로서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자로써 구매 계약서를 구독하였습니까? 
 

프로세스 정례화 

• 귀사는 소프트웨어 자산 구매대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구성원별 소프트웨어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고 있습니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위한 활동 지원 출처: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 양벌규정이란? 

범죄가 행하여진 경우에, 행위자 본인 외에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개정 2009.4.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 발췌 



네트릭스 소개 

1) 제품구성 

2) 특장점 

• PRESET 정책 

• PC사용자 인증 

• 대시보드 

• OS 지원 범위 

• 다국어 

• 인사연동 

• 최신동향서비스 

• 점검보고서 

• 한눈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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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구성 네트릭스 소개 

• BOX (SWDB) 

• 불법행위통제 

• 구매대장 등록관리 

• 이력분석/추적 

• 폰트관리 

• SW자료실 

• 전문가 점검 가이드 

• 한눈에 보기 

• 최신동향서비스 

• 대시보드 보고서 

• 인스펙터 자동 수집 

• 실제 사용시간 모니터링 

• 패키지 SW관리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 사용자인증 

• PC 현황관리 

• 명령/통제 

• 원격제어 

• 장비시간동기화 

• IP주소 사용현황 

• 장비분석 

• 공통기능 

• Agent 설치 

강제화 

• Agent 무력화 방지 

PC 장비관리 

• 거래처 & 구매정보관리 

• 등록자산 Life Cycle 

• 이력분석/추적 

• 관리 어플리케이션 제공  

(Adroid 기반)  

• Agent 기반 자산관리  

• 감가삼각  

(정액법,정률법) 

• 실사관리 

• 실제 사용시간 

 모니터링 

• 바코드 라벨 출력 

실물 자산관리 

간편한 사용성, 누구나 전문적인 운영성 보장 

Usable & Effective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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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T 정책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3단계로 준비 

네트릭스 소개  >  특장점 

• Agent 설치 

• 구매목록 업로드 

• 네트릭스 제공 뉴스 

 

• 실행 / 설치차단 

• 배포기능 

• 리포트 

• 대시보드 

• 한눈에 보기 

• 정기점검보고서 

사전 작업 

• SW 설치현황 확인 

• 라이선스 할당 

• PRESET 정책 결정 

   (현황, 캠페인, 통제) 

관리 준비 관리 시작 

Agent 정보 수집  정책 계획 수립  본격 관리 시작  

01 02 03 

PRESET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정책 빌트인 



Copyright ©  DOCTORSOFT Co. Ltd., All Rights Reserved.  10 

PC 사용자 인증 네트릭스 소개  >  특장점 

Netrix Agent가 설치된 PC장비의 사용자 로그인 

PC사용자 로그인 인증을 통해 공용PC 운영정책 강화 

• 통신상태(네트워크 연결/끊김) 동작정책 이원화 

• 미인증 사용자 PC사용 통제 

• 장비 사용시간 통계 

Before login After login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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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중요관리포인트 요약제공 

 

• SW, HW 관련 10 여개 항목 제공 

• 지정 기간 별  데이터 조회  

• 주요 관리 대상 장비 목록 확인 

      

소프트웨어 반복차단 장비 

소프트웨어의 실행/설치행위가 반복 

차단된 장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 

제어판 신규설치 목록 

신규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제어판 

설치 목록 입니다. 

 

 

320 

소프트웨어 사용신청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의 사용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네트릭스 소개  >  특장점 

대시보드 항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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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지원범위 네트릭스 소개  >  특장점 

Client 및 Server 

• Client : Mac 장비 지원 (Mac 기업자산의 13% 차지) 

• Server : 무료 리눅스 서버 환경 지원  

Client OS 

 

MAC 장비 2018년 기업자산의 

13% 차지 

 

Server OS 

 

무료 리눅스 Server  

환경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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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네트릭스 소개  >  특장점 

• 해외 지사 등 글로벌 활용을 위해 다양한 언어 제공 

• 기본 제공언어  :  한국어, English  (운영체제 : Windows, Mac) 

관리자 Agent 

*  기타 다국어는(중국어, 일본어 등) 별도의 기간을 산정하여 제공 

관리자/사용자 언어선택 

자동/수동 

언어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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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연동 네트릭스 소개  >  특장점 

인사DB가 없는 경우 표준 인사DB 구성 

• 표준 Excel 양식을 Wizard 로 업로드 하여 인사DB 구성  

• 정확한 사용자명과 매칭하여 관리 

• 관리 툴을 이용한 간편한 조직도 생성/수정 (Drag & Drop) 

 

 

 

 

보유 중인 인사 DB 자동 연계 

• 연동 DBMS 호환 범위 최다 지원 

• Wizard 도우미로 필요한 정보를 조합하여 연동 

• 예약스케쥴 기능 -  주기적 자동 업데이트  

 

 

도우미를 통한 업로드 

인사연동 Wizard 도우미 

Excel 업로드 양식 제공 

새올행정 PostgreSQL CUBRID 

DBMS 호환 및 연계 범위 최대 

MySql MSSQL Or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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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동향 서비스 네트릭스 소개  >  특장점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에 필요한 실시간 주요 정보 제공 

• 불법 단속 이슈 및 소프트웨어 관련 기사 제공 

• 프리웨어로 대체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정보 제공 

불법이슈SW 

설치점검 

가이드 

무료대체SW정보 

구매라이선스 초과 

대체방안 

신규출시정보 

Netrix 신규 버전  

출시 안내 

DB 업데이트 

신규 SW DB  

안내 

뉴스클리핑 

소프트웨어 동향 

기사 제공 

활용팁 

관리 포인트 

사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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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가이드 네트릭스 소개  >  특장점 

지속적 관리 상태 유지 

• 누적 관리 데이터를 기간별로 수집하여 현황 자체 점검 

• 전용 유틸리티를 통한 규칙적인 관리상태 점검 (리포트 출력 제공) 

불법 최소화 관리방법 교육 관리상태 점검 엔지니어 방문 

 Netrix Server 점검 소프트웨어 설치 수량 점검 안내 리스트 소프트웨어 점검 장비관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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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네트릭스 소개  >  특장점 

Question 

• ‘M’사의 전체 불법 사용률은(제조사)? 

• ‘영업부’의 전체 설치현황은(부서)? 

• ‘박대리’는 어제 불법SW를 삭제했나? 

• ‘Office SW’의 라이선스 사용률은? 

목적에 맞는 키워드 입력으로 원하는 정보를 한곳에서 모아보기  

항목 

• 설치현황  

    - 전체설치/불법/합법/임시 

    - 라이선스(잔여/할당) 

    - 불법원인(미인가,초과,비인가,비구매) 

• 사용분석(실행/휴면) 

• 통제현황(차단/설치/실행) 

• 구매만료예정 

• 삭제이력 

검색기준 : 소프트웨어명, 성명, 부서명, 제조사명 



소프트웨어 기능소개 

• BOX(SWDB) 

• 구매대장 보관/관리 

• 직관적인 운영분석 

• 자발적 참여유도 

• 불법행위 통제 

• 관리이력 분석조회 

• 소프트웨어 자료실 

• 폰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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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SW BOX 생성 

STEP3  BOX 생성 

〮 중복 유무확인 

STEP2 유무 확인 

BOX (SWDB) 소프트웨어 기능소개 

• Crowd Sourcing 방식으로 수집된 SW DB 제공 

• 고객사 맞춤형 SWDB 업데이트 서비스 지원 (최초 1회 무료, 이후 유료서비스 ) 

핫라인 직접신청 

고객사   

추가DB신청 

BOX DB 제공 

BOX 
전담팀 〮  불법 SW 현황파악 

〮  불법 SW 정책설정 

STEP1. BOX 제공 
NEWS 안내 

BOX 등록 STEP1. 기사 정보 

STEP2. SPC, 법무법인 단속정보 

BOX 전담팀 

고객사 ( 現 580개 ) 

STEP1. 전체 제어판 설치SW 

STEP2. 고객요청 특정SW 

* 핫라인 : 닥터소프트 홈페이지를 통한 SW DB(BOX)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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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증서 영구보관 

• 분실 위험 최소화  

• 라이선스 만료일에 따른 사전 갱신, 추가구매 정보 제공 

구매한 라이선스를 실물 자산화하여 사용자 매칭 시스템 구현 

구매 라이선스별 실사용 파악으로 적정투자 구매비용 계획수립 

구매대장 보관 / 관리 소프트웨어 기능소개 

만료일 사전안내 

한눈에보기, 구매대장현황 

구매대장 대비 설치현황 

사용량, 유휴량, 초과량 

자동고유번호생성 

사용자할당 

수량등록 

스캔저장 

이미지 

증서 구매 라이선스 대비 사용현황 

단일 

설치현황 한눈에보기 보고서 

패키지(CC,OV) 

라이선스 이력조회 적정투자 비용절감 

라이선스증서 영구 보관 실물 자산화 구매 라이선스 관리 

SW 라이선스 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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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인 운영 분석 

• 합법, 불법 SW 설치일, 실행시간 분석을 통해 통제 및 삭제 권고 

• 휴면 분석을 통해 장기간 미사용 라이선스 회수 및 재사용  

• 불법 사용시 직관적인 원인 분류로 관리 편의성 증대 

소프트웨어 기능소개 

불법 소프트웨어 원인 자동분류 시스템  

비구매 

미인가 

라이선스 
초과 

비인가 

구매 라이선스 
초과 사용 

불법사용 원인 분석 휴면 라이선스 분석 소프트웨어 설치 추이 분석 

구매하지 
않음 

유휴 라이선스 
미할당  

구매계획 
없음 

불법 강제삭제 

합법 라이선스 회수 재활용 

합법/불법 사용시간 

SW 실행현황 기준  
30일 미사용 시 휴면라이선스 전환 



Copyright ©  DOCTORSOFT Co. Ltd., All Rights Reserved.  22 

직관적인 운영 분석 소프트웨어 기능소개 

건전한 SW 사용문화 개선 

• 불법 SW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제공 

•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합법적으로 신청하여 업무생산성 향상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감소/ 사용자 인식변화 향상 

3단계. 보고서 2단계. 자발적 참여 1단계. 소프트웨어 관리 정책 확립 

불법SW삭제유도 메시지 

개벌 설치현황/삭제 

 SW설치현황 보고서 

캠페인참여 정책공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책임 통보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 캠페인 

소프트웨어 산업 보호육성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
의 저작권 보호 활동 강화. 회사의 올바른 저작권 문
화를 정착하는데 앞장서, 불법SW 근절 및 효율적인 
정품 SW 사용을 위한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을 지속
적으로 시행. 
 

불법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 

행위자 및 법인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 

행위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 

불법 복제로 인한 손해배상(민사) 

법인 :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 불법 복제에 대한 
손해배상(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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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인 운영 분석 소프트웨어 기능소개 

불법 행위 통제 

• 라이선스 권한이 없는 소프트웨어 사용시 삭제 및 실행 통제 

• 구매계획이 없는 소프트웨어는 원천 차단 대상으로 지정하여 설치행위 통제 

• 사이트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예. 백신) 는 전사 허용 대상으로 지정하여 예외 대상만 통제 

라이선스 미 보유 시 실행/설치 행위 차단 

실행차단 설치차단 

• 실행파일 프로세스 차단 • 설치파일 차단 

• 타이틀 차단 

• MSI 차단 

• 복사 차단 

• 읽기 차단 



Copyright ©  DOCTORSOFT Co. Ltd., All Rights Reserved.  24 

직관적인 운영 분석 소프트웨어 기능소개 

• 구매부터 폐기까지의 소프트웨어 이력추적을 통해 가치 있는 라이선스 관리 실현    

• 합/불법 소프트웨어 실행, 설치 행위 이력으로 추가 라이선스 구매 검토 자료 제공 

• 소프트웨어 삭제 전 합/불법 상태 이력을 확인하여 불법 감소현황 파악 

실행 / 설치 

행위이력 보고 

구매투자 

비용절감 

라이선스 위치 

추적 관리이력 

(할당/회수) 

소프트웨어  

삭제 / 설치현황 

(합법/불법) 

소프트웨어 차단 이력 

설치 및 제거 이력 

할당 및 회수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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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자료실 소프트웨어 기능소개 

중앙 파일배포 시스템을 활용한 원거리 업무효율성 향상 

• SW 배포 라이선스 저작권 침해 방지 

• 직접 검증/생성한 파일을 배포함으로써 안정성 확보 

• 설치PC 다운로드 파일 적합성 확인  

 

공개자료실 

합법 SW 모두 

사용가능 

자동배포 

주기적 배포상태 

확인 

비공개자료실 

SW 라이선스와 연계,  

비권한 사용자 

설치불가 

필수배포 

주기적 설치상태 확인, 

설치 강제화 

일회성 배포 

단발성 파일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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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관리 소프트웨어 기능소개 

• 상용 구분 폰트 DB 제공 

• 번들 폰트 관리제외 기능 제공 

• 제거유도창을 통한 불법폰트 자발적 삭제 기능 제공 

자발적 

삭제유도 

현황파악 
분석이력 

조회 

상용폰트 보유 

2200종 

상용 폰트 DB 

폰트 제거유도창 및 폰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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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라이선스 관리 

• 여러 SW 를 하나의 라이선스로 묶어 패키지 형태로 판매 

• 저작권사별 라이선스 계약 / 제품 형태에 따른 그룹관리 방안 제공 

• 그룹화를 통한 편의성, 정확한 운영 현황 파악 

GA
OV 

CC 
ILA 

Microsoft 

한글과 컴퓨터 
Adobe 

단일 영구 SW 시대 종료, 패키지 시대의 출범 

통합그룹  패키지그룹  

오피스 라이선스 

오피스   2019 

오피스   2016 

오피스   2013 

오피스   2010 

모든 SW 하나의 버전으로 통합 

패키지 A 

포토 

디자인 

캡쳐 

패키지 B 

포토 

플레이어 

드림뮤즈 

단일 

포토 

복수 패키지 그룹 포함 지원  

패키지내 SW 일괄 라이선스 할당 

패키지 그룹에 포함된 SW 단일 관리 제공 오피스   2007 



PC장비관리 기능소개 

• 네트워크 사용현황 

• PC자원 현황관리 

• PC장비분석 

• 명령 및 통제 

• 원격제어 

• 공통기능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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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사용현황 PC장비관리 기능소개 

• Agent가 IP대역 별로 논리적인 단일 마스터 역할 수행 

• Agent 미설치 장비를 포함한 네트워크 전체 검색 

• 네트워크 대역 별 IP주소 가용 조회 기능으로 IP주소 분실 위험성 최소화 

10.2.7.2 

10.2.7.4 

10.2.7.5 

10.2.7.7 

Master 

Consol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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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자원 현황관리 

• 조직도로 구성된 장비자원정보 확인으로 실 사용자와 장비(장치) 요약 정보 파악 

• 실시간 상태 (온라인, 오프라인, 장기 미사용) 파악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장비 추적관리  

PC장비관리 기능소개 

인사조직도 
장비 실사용자 

장비 상태현황 

운영체제, 서비스팩, 컴퓨터명, 워크그룹, 사용자정보(부서/사용자명/사번), IP주소, NAT IP주소, 장비위치, MAC주소,  

장비구분(PC/노트북), PC모델명, 제조사, 장비상태(온라인/오프라인/장기미사용), 장비 구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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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장비 분석 PC장비관리 기능소개 

HW조회를 세분화하여 다각도의 장치정보 제공 

• 노후 장치 교체 판단자료 

• 장치 변경이력으로 무단 조작 파악 

• 모니터 크기(inch) 자동조회  

VGA 

VGA명 

크기 

시리얼번호 

모델 

제조사 

CPU 

CPU명 

시리얼번호 

수량 

코어 수량 

논리적코어수 

메인보드 

메인보드명 

시리얼번호 

모델 

제조사 

NIC 

NIC명 

고유번호 

MAC주소 

모델 

제조사 

무선 여부 

ODB 

ODD명 

유형 

시리얼번호 

모델 

제조사 

드라이브문자 

모니터 

모니터명 

크기(inch) 

시리얼번호 

모델 

최대 해상도 

제조년도 

메모리 

메모리명 

크기 

시리얼번호 

파트번호 

제조사 

슬롯번호 

디스크       

디스크명 

크기 

시리얼번호 

모델 

제조사 

버스 유형 

PC 장비 장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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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및 통제 PC장비관리 기능소개 

일반명령 

• 분산된 장비를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명령 유틸리티 제공 

명령 

 

메시지 전송 

레지스트리 제어 

서비스 제어 

URL 전송 

사용자 정보 요청 

프로그램 실행 

컴퓨터 제어 

 

컴퓨터 재 시작/종료 

주변 컴퓨터 켜기 

장비설정 변경 

 

작동 기능 재설정 

Agent 제거 

컴퓨터명 / 워크그룹 변경 

IP 변경 

장비제어 

 

원격제어 강제 / 동의 

VIEW 

 

전체화면 

화면 확대/축소 

전송화면 품질 

이미지 압축방법 

화면 캡쳐 모드 

자동스크롤 

원격 프린트 

FUNCTION 

 

마크업 

스크린샷 

클립보드 동기화 

Ctrl+Alt+Del키 전송 

리부팅 후 재 접속  

숨은기능 

 

Drag & Drop 

Copy & Paste 

원격제어 

• P2P 및 NAT 환경의 최적화된 설계 구현  - 강제(무인) / 사용자 동의 모드 지원 

파일전송 채팅 Ctrl+Alt+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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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능 PC장비관리 기능소개 

정책설정 / 명령 / 알림 / 검색 등 반복적인 업무를 혁신적으로 줄여주는 모음 센터 

기타 

• Agent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무력화 차단 기능 

복잡한 정책 설정 최소화 

미리 준비된 정책 이용하여 적용 

일반 명령, PC제어 명령, 장비

설정변경명령 등에 대한 명령

(반복/예약명령 지원) 

명령센터 

신규 Agent 설치, 자산생성,     

소프트웨어 사용 신청 등을    

이메일과 관리 Console로 안내 

특정 장비, 부서, 사용자등을 

빠르게 검색 
알림센터 검색센터 

사용자가 임의로 Agent를 삭제 할 수 없도록 하는 무력화 방지 기능 

관리자 통제하에 제거 승인 프로세스 제공  

제거 명령 , 인증키 방식으로 삭제 지원 

AGENT 

무력화방지 

정책센터 



실물자산관리 기능소개 

• 운용 프로세스 

• 단말기기 연계 자산실사 



Copyright ©  DOCTORSOFT Co. Ltd., All Rights Reserved.  35 

바코드 부착 & 실사 실사결과 자산반영 바코드 선 출력 자산운영 

Route 1                                    기존 관리목록 활용한 실물자산관리 

운용 프로세스 실물자산관리 기능소개 

(1) 기존 보유 목록 활용 

(2) Agent 기반 자산목록 생성 

자산 운영 프로세스 

자산운영 자산목록 생성 자산실사 

Route 2                                     Netrix 와 시작하는 실물자산관리 

실사결과 반영 

(1) 종류별 바코드 출력 

사내 관리 

목록 활용 

자산목록 실사목록 모바일 앱( PDA ) 

자산정보 

실사결과 
자산반영 

실사목록반영 자산정보내려받기 

바코드 부착 

실사진행 실사마감 

노후교체, 
수리불가 

폐기 

2.지급/대여 

1.가용 

3.회수 

STEP1 STEP2 STEP3 

STEP1 STEP2 STEP3 STEP4 

YES 

NO 

실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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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프로세스 실물자산관리 기능소개 

- 카메라 이용한 바코드 스캔 

- 실사목록 직접 다운로드, 서버 업로드 지원 

- 신규자산추가 혹은 사용자별 연계자산 필터 기능 

- 암호화 통신을 통한 데이터 전송 (SSL)  

 

 

* 지원범위 : 안드로이드 롤리팝(5.0.2) 이상 

안드로이드 앱을 통한 자산 실사 (PDA 지원) 



레퍼런스 

• 대표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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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고객사 서비스 및 효과 

공공기관 

일반 기업 

서울 강서구청, 홍성군청, 나노종합기술원, 대한석탄공사, 대구달서구청, 충주시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바바리안모터스, 창원문화재단, 싸이몬, 멕아이씨에스, 다람기술, 굿모닝아이텍, 하이퍼커넥트, 

(재)울산테크노파크, 실리콘마이터스, 테스콤, 하이플러스카드, 이노룰스, 아이패밀리, 올포랜드, 도루코리빙,  

(재)울산경제진흥원, 펜타시스템시큐리티, 실리콘마이터스, 바른전자,  유센로지스틱스, 아이패밀리SC 

넥스트리밍, 엔트릭스, 에이스건설 외 50개사 



국내 소프트웨어 관리 No.1  닥터소프트가 만듭니다. 

T)  02.6959.3610              

F)  02.6959.3620 

http://www.doctor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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