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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이선스 계약조건이 변경된 SW

①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 2012년 1월 1일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서면상 승인 후 사용가능
② Opencapture
- 2012년 1월 30일 버전7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라이선스 조건 변경
기업 및 관공서는 구매 후 사용해야 함
③ Zook
- 2010년 8월 12일 프리웨어로 출시되었으나, 현재 기업 및 공공기관의 라이선스 유형이 상용으로 변경
④ 별툴즈
- 2013년 9월 2일 관공서 및 공공기관, 11월 1일 기업에서 상용으로 라이선스 유형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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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및 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리웨어
① 안랩 V3
- 안랩 회원은 개인에 한하며, 법인 및 관공서 등은 제외
② 이스트소프트
- 알송, 알툴바, 알캡쳐 제외한 이스트소프트 제품 유료
③ 네이트온 원격제어
- 기업, 관공서, 영리 기관 등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 불가
④ Teamviewer
- 개인적,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
상업적으로 사용 시 규정대로 라이선스를 구매 해야 함

3. 대체 SW

① 알집&별집 빵집, 다집, 반디집, 7-Zip
② Opencapture  칼무리, 알캡쳐, 안카메라
③ Zook, Teamviewer, 네이트온 원격제어  uV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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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알드라이브  FileZilla, Putty, 다FTP
⑤ Adobe Acrobat, 별PDF  PDF Creator, doPDF, nPDF
⑥ Microsoft Office (Word, excel, PowerPoint)  Open Office, LibreOffice
⑦ 알씨&별씨 다씨, 꿀뷰, 네이버 포토뷰어
⑧ Adobe Photoshop -> GIMP, PhotoScape

4. 대체 SW 강점
 상용SW 불법 사용 시 사용한 Copy 수만큼 구매해야 하는데 무료SW 중 동일한 기능의 가진
SW를 이용할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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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SW 대체 제품 대본
모니
안녕하세요! 모니입니다~
지난 시리즈에서 TCO절감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상용SW의 대체 제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직까지 프리웨어라 생각하고 사용하는 SW 중 라이선스 계약이 변경된 SW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즌2-3에서 배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했으나 2012년 1월 1일 서면상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즌3-1에서 배운 Opencapture는 2012년 1월 30일 버전7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라이선스 유형이
변경됐으며 Zook는 2010년 11월 23일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라이선스 유형 변경을 공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툴즈는 2010년 8월 12일 프리웨어로 출시 되었으나 현재 라이선스 유형이 바뀌었으므로
Opencapture, Zook, 별툴즈는 기업 및 기관에서 사용 시 구매 후 사용해야 합니다.
클라
아~ 그렇군요!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와 Opencapture, Zook는 지난 시리즈에서 배워 라이선스 계약 변경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별툴즈 라이선스 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몰랐었어요~
모니
라이선스 계약이 변경된 SW 외에도 기업 및 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안랩 V3, 이스트소프트, Teamviewer 등
개인과 비상업적으로 사용 시 프리웨어 이지만 기업 및 기관 즉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 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클라
프리웨어라고 해서 라이선스 계약조건을 꼼꼼히 읽지 않고 설치하면 안되겠네요!
이제 기업 및 기관에서 상용SW를 대신해 쓸 수 있는 대체SW에 대해 알려주세요~
모니
네 알겠습니다!
먼저 압축 프로그램인 알집, 별집, 안랩 V3 Zip은 빵집, 다집, 반디집, 7-Zip으로 대체 사용하고 캡쳐 프로그램인
OpenCapture는 칼무리, 알캡쳐, 안카메라, 반디카메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Zook,
Teamviewer는 uVNC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P2P, FTP 프로그램인 알드라이브는 FileZilla, Putty, 다FTP로 대체 할 수 있으며 문서 편집/변환 프로그램인
Adobe Acrobat 및 별PDF는 PDF Creator, doPDF, nPDF로 Microsoft Office의 Word, Excel, PowerPoint 등은
Open Office, Libre Office로 대체 가능하며 이미지 뷰어인 알씨&별씨는 다씨, 꿀뷰, 네이버 포토 뷰어로
Adobe Photoshop은 GIMP, PhotoScape로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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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
아~ 동일한 기능을 가진 대체SW를 이용하면 굳이 상용SW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모니
네~ 그렇습니다!
상용SW 불법 사용 시 사용한 수량만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능을 가진 무료SW를 이용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