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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난 20년간 수천여 고객에게 차트 컴포넌트, 개발 컴포넌트, 오피스 및 이미지, 소프트웨어, 

과학 및 공학용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왔으며, 2014년부터는 한컴오피스와 이지포토 등 

한글과컴퓨터 제품도 정부 및 공공기관, 교육기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체 솔루션 개발을 통해 고객의 

업무 효율 극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 블루포트는 잠재력을 상징하는 컬러 Blue와 무역을 상징하는 Port를 결합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IT 기업’으로 발전해 가고자 하는 당사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융합하여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Blueport가 되고자, 저희 임직원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잠재력

Blue
무역

Port

글로벌 IT 전문 기업

사업영역

회사CI

행망용 및 교육용 제품 유통/판매

- 한컴오피스

- 이지포토

- 웹한글기안기

- DocsConverter

소프트웨어 유통

- 운영체제, 문서

- 개발 컴포넌트

- 차트컴포넌트

- 수학, 통계, 설계

- 그래픽, 멀티미디어

- 보안/백신

솔루션 개발 공급
블루포트 자체 개발 솔루션

- 블루포트 Sales (영업관리)
- 블루포트 WTMS (근태관리)
- 블루포트 PSM (사전 영업관리)
- 블루포트 Partner (파트너관리)
- 블루포트 Admin (조달수의관리)

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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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포트 Partner (파트너관리) 7 오피스/문서 AutoDWG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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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포트 영업관리 솔루션은 ㈜블루포트의 다년간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통 비즈니스 관리 노하우가 집약되

어 있는 사내 영업관리 시스템에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더하여 개발된 솔루션으로, 수기와 엑셀에만 의존하던 중/소 규모 

기업의 매입/매출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블루포트 영업관리 솔루션

매입/매출 관리의 모든 것

■ 제품개요

■ 기대효과

매출정보 통합관리

매출 제품, 매출 계산서, 

내부 결재, 결제 정보, 장

려금 등 매출과 관련된 모

든 정보를 한 화면에 통합

하여 매출 관리의 효율성

을 높였습니다.

매입정보 통합관리

매입 제품, 매입 계산서, 

결제 정보, 장려금 등 매

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화면에 통합하여 매입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습

니다.

다양한 부가 기능

재고관리, 대시보드, 감

사 공문 관리, 구매정보

관리, 일정관리, 목표 관

리와 같은 다양한 부가기

능을 제공하여 고객의 활

용성을 높였습니다.

통계 및 관리 기능

매출현황, 매입/매출 통

계, 영업 진행 현황, 목표 

대비 실적 현황, 수금현황, 

환율, 부서/사원, 메뉴, 결

재선 등 다양한 통계 및 관

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영업 정보 통합 관리 영업정보 활용 시스템 구성 영업에 대한 통찰력 제공

▶매입 / 매출 정보 관리

▶견적 정보 관리

▶재고 정보 관리

▶고객 정보 관리

▶수금 정보 관리

▶입/출고 정보 관리

▶계산서 정보 관리

▶실시간 매출 상황 집계

▶실시간 매입 내역 집계

▶목표 대비 실적 관리

▶실시간 매입/매출 분석

▶실시간 재고 확인

▶프로모션 상황 관리

▶감사공문/TM 관리

▶전사적 영업 정보 통합 관리

▶실시간 통계 및 집계 제공

▶엑셀/문서 기반 영업의 단점 개선

▶영업정보 활용도 증가

▶고객 별 영업 정보 통합 관리

▶영업목표 및 실적목표 관리

▶제품/고객에 대한 통찰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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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포트 근태관리 시스템 WTMS(Working Time Management System)은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 준수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개발된 근태 및 근무 시간 관리 

솔루션 입니다.

블루포트 WTMS

52시간 준수 근태 관리

■ 제품개요

■ 기대효과

PC-OFF

고객사의 다양한 근무 유

형 및 업무 형태에 적용

이 가능하며 다양한 예

외 상황에 대응이 가능한 

PC-OFF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근무 시간 관리

근무 시간 관리 기능 및 

이석 관리 기능, 연장 근

무 기능 등을 제공하여 다

양한 형태의  근태  관리

를 지원하고 주 52시간 근

무제 준수를 지원합니다. 

출/퇴근 관리

모바일 앱 기반의 외근 관

리, 재택근무 관리, 출/퇴

근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하

며, 2차 인증 기능을 제공

하여 타인에 의한 도용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근태, 자원 관리

출/퇴근 기록기, 인사정

보시스템, ERP등의 기

간계 연동이 용이하며, 

자체 포털을 제공하여 근

태 관련  정보를 관리합

니다.

생산성 향상 / 비용 절감 업무 능력 향상 근로 문화 개선

▶ 정확한 근무시간 관리로 임직원 

생산성 향상

▶ 체계적인 근무시간 관리

▶ 합리적인 야근 수당 지급

▶ 인건비 및 운영비 감소

▶ 불필요한 야근/특근 제한

▶ 생산성 향상으로 매출 증가

▶실시간 근무 시간 확인

▶연장근로 신청 절차 간소화

▶�근태 관련 승인/결재 프로세스 

간소화

▶이석/휴식 시간 별도 집계

▶업무 능력 개선 독려

▶협업 프로세스 간소화

▶불필요한 야근 감소

▶자기 계발 및 여가 활용

▶자발적 업무 절차 간소화

▶근무 만족도 증가

▶근로 복지 개선

▶일과 삶이 양립 가능

▶충분한 여가시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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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포트 PSM(Pre-Sales Management)은 기업의 고객 영업 활동 및 영업 이력 관리를 돕기 위해 CRM의 개

념 중에서 중소규모 기업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추출하여 제작된 사전 영업 관리 솔루션으로, 고객 등록에서 계산서 발행

에 이르는 고객 영업 전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블루포트 PSM

Pre-sales Management

■ 제품 개요

■ 기대효과

CRM for SMB

제품, 고객, 신규 영업 등

록 부터 영업 종료 후 연

간계약 리뉴얼에 이르는 

사전영업관리의 모든 것

을 쉽고 편리하게 관리하

실 수 있습니다. 

Mining Tool

모든 화면에 다양한 통계 

및 검색 조건을 제공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도 조직

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다

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Statistics

각 화면에 제공되는 간이 

통계 정보 이외에도 매출 

현황, 영업 기회 현황, 제

품 별 매출현황, 연간계

약 매출현황 등의 다양한 

통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Add-on

견적서 관리,  문서 관리, 

영업 목표 관리, 권한 관리, 

메뉴 관리, 계정관리 등의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

여 고객의 영업 활동을 효

율적으로 지원합니다.

영업 효율 개선 고객 가치 증대 수익성 향상

고객에 대한 영업 활동 전체를
관리하여 영업 효율을 개선합니다:

▶고객 별 영업 히스토리 관리

▶고객 담당자 관리

▶고객 영업 방문 관리

▶고객 견적서 관리

▶고객 수/발신 문서 관리

▶고객 별 영업 상세 정보 관리

고객 선별 방법 및 다양한 가치 
확인 기법을 제공합니다:

▶영업 대시보드

▶영업 활동 관리

▶제품 별 기간 별 영업 현황

▶목표 대비 실적 현황

▶제품 별 영업 현황 

▶연간 계약 종료 고객 현황

수익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영업 
진단 도구를 제공합니다:

▶영업 현황 관리

▶영업 진행 상황 관리

▶수금 관리

▶담당자별 영업현황 관리

▶영업사원별  진행상황 판정

▶다양한 검색 조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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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포트 파트너 관리 솔루션은 제조사 또는 총판으로서 자사의 취급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들

을 등록하고, 파트너의 고객에 대한 영업 활동 전반을 확인하고 조정하며 독려하여 판매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해드립니다. 

블루포트 파트너 관리 솔루션

파트너 영업 관리의 모든 것

■ 제품 개요

■ 기대효과

파트너 관리

파트너/담당자 신청을 통

한 파트너 등록 부터 파트

너의 각종 권한 제어 및 

영업 건에 대한 판정에 이

르는 다양한 프로세스를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영업 관리

제품, 고객, 신규 영업 등

록 부터 영업 종료 후 연

간계약 리뉴얼에 이르는 

파트너 영업 관리의 모든 

것을 쉽고 편리하게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 통계 정보

각 화면에 제공되는 간이 

통계 정보 이외에도 매출 

현황, 영업 기회 현황, 제

품 별 매출현황, 연간계

약 매출현황 등의 다양한 

통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Add-on

견적서 관리,  문서 관리, 

영업 목표 관리, 권한 관리, 

메뉴 관리, 계정관리 등의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

여 고객의 영업 활동을 효

율적으로 지원합니다.

영업 효율 개선 고객 가치 증대 수익성 향상

파트너의 영업 활동 전체를 관리
하여 영업 효율을 개선합니다:

▶파트너 별 영업 히스토리 관리

▶파트너/담당자 관리

▶파트너 영업 판정

▶파트너 영업 진행 관리

▶영업 상세 정보 관리

▶파트너 영업 진행 현황 

고객 선별 방법 및 다양한 가치 
확인 기법을 제공합니다:

▶영업 대시보드

▶영업 활동 관리

▶제품 별 기간 별 영업 현황

▶파트너 별 목표 대비 실적 현황

▶제품 별 영업 현황 

▶연간 계약 종료 고객 현황

수익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영업 
진단 도구를 제공합니다:

▶영업 현황 관리

▶영업 진행 상황 관리

▶수금 관리

▶파트너 별 영업 현황 관리

▶파트너 별 영업 목표 관리

▶다양한 검색 조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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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포트 조달수의관리 솔루션은 다양한 제품의 총판 및 유통사인 블루포트의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을 대상으로 납품되는 물품에 대한 수주 파트너 선정부터 영업 진행상황 관리 및 수수료 지급에 이르는 조달/수의 발

주 과정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솔루션 입니다. 

블루포트 조달수의관리 솔루션

조달 수/발주 과정 관리

■ 제품 개요

■ 제품 구성

조달 발주 관리

분할납품 요구 품의서 발

행으로부터 시작되는 공공

기관 대상 조달발주 프로

세스 전체를 쉽고 편리하

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수의 발주 관리

공공기관 이외의 기업 또

는 교육 단체 등에 대한 

발주 프로세스 전체를 쉽

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

습니다. 

영업 관리

영업 진행 상황, 견적서, 

발주서, 라이선스 등 파

트너의 고객에 대한 영업 

활동 전반에 대한 관리 기

능을 제공합니다. 

기준 정보 관리

매출현황, 매입/매출 통계, 

영업 진행 현황, 목표 대비 

실적 현황, 수금현황, 환율, 

부서/사원, 메뉴, 결재선 

등 다양한 통계 및 관리 기

능을 제공합니다.

파트너 포털 수/발주 시스템

외부 파트너 발주

조달 수수료 확인

발주 진행 내역 확인

파트너 영업 자료실

고객 등록 요청

파트너 게시판

반려 확인 / 수정 후 재 발주

파트너 프로모션 안내

조달 수/발주

수/발주 통합 관리

고객 통합 관리

파트너 정보 관리

파트너 통합 관리

파트너 수/발주 파트너 매입/매출 관리

내부 수/발주

고객 정보 관리
고객

매입/매출 관리

라이선스 관리

파트너 여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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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손이 아닌 말로 문서를 작성하고, PC와 모바일. 클라우드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작업하고, 내가 쓰고 싶

은 콘텐츠를 골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ActiveX 컨트롤 방식이 아닌 HTML5 기반의 서버형 기안기로써 한글과의 문서 호환성 및 사용성을 

보장하여 보다 편리한 문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더 스마트해진 맞춤형 오피스

한컴오피스 2020

HTML5 기반의 서버형 기안기

웹한글 기안기

01

02

한컴 타자연습ᄒᆞᆫPDF

한컴 개인정보탐색기한컴 문서찾기

ᄒᆞᆫOCR한컴 사전

시간과 장소, 플랫폼의 한계를 벗어나 빠르고 스마트한 문서 작업 환경을 지원합니다.

자유롭게,

한컴스페이스 연동 OCR 기능 음성 인식 문서 작성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여 더 간편하고 효율적인 문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편리하게,

프로그램 간 작업 호환 스마트 태그 작업창 분리/고정

문서 작성부터 유통까지 저작권 침해와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안전하게,

문서진본확인 서비스 주의 글꼴 알림 악성 코드 차단

(*문서진본확인 서비스는 B2B, B2G 제공 기능으로 별도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를 대표하는 종합IT기업

 9

한글과 컴퓨터



처음 접하는 사용자도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는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로서, 이미지 그래픽 작업과 사진

편집에 대한 기능을 충분히 제공하는 합리적인 가격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웹 및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한컴오피스를 포함한 다양한 문서 및 이미지를 변환하는 문서 뷰어입니다.

합리적인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

EzPhoto 3 VP

다양한 문서 변환 서버 솔루션

DocsConverter

03

04

사용자 편의를 위한 UI 적용

사용자 편의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메뉴
(일괄작업, 간편보정, 자동보정)  퀵버튼 제공

54종의 필터 효과

가우시안 흐림, 언샵 마스크,
비네트 효과 등 54종의 필터효과 제공

디지털카메라 자동인식 보정

주요 카메라 제조사의 총 242개 기종 
DSLR 사진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최적의 색상 보정 가능

간편 보정

복잡하고 어려운 커브, 레벨, 컬러 밸런스 
작업을 간편보정 기능을 활용하여 

쉽게 보정할 수 있는 기능 제공

빠르고 편리하게 원클릭뷰잉

프로그램 실행 및 파일 다운로드 없이 
타 오피스 문서 변환 및 뷰잉 가능

다양한 문서 포맷 지원

한컴오피스와 MS 오피스를 포함
한 다양한 문서를 html, pdf, jpg, png, 
txt 로 변환 가능

보안성 강화

·  다운로드 없이 첨부문서 바로보기
를 통한 보안 위협 차단

·  모바일 뷰잉 시 스크린샷 저장 및 
전송 금지 기능 지원

·  모바일 뷰잉 시 문서 데이터나 캐시
를 남기지 않음

다양한 디바이스 지원

복잡하고 어려운 커브, 레벨, 컬러 
밸런스 작업을 간편보정 기능을 
활용하여 쉽게 보정할 수 있는 기능 
제공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를 대표하는 종합IT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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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XML 개발환경(모델링, 편집, 변환, 디버깅 등) 툴

Altova는 XML, SQL 및 UML을위한 완벽한 데스크탑 개발자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Altova XMLSpy - XML Editor

Altova XMLSpy는 XML 및 관련 기술의 모델링, 편집, 변형 및 디버깅을 위한 우수한 

XML 편집기입니다. XMLSpy XML Editor는 XSD, XSLT, XQuery, XBRL, JSON 등으로 

작업하기 위한 그래픽 스키마 디자이너, 코드 생성, 파일 변환기, 디버거 및 프로파일러를 

사용하여 개발자가 가장 정교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

니다.

Altova MissionKit - XML, SQL 및 UML 도구 모음

Altova MissionKit은 정보 아키텍트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를위한 엔터프라이즈급 XML, 

SQL 및 UML 도구의 소프트웨어 개발 제품군입니다. 오늘날의 실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구축하기위한 XMLSpy, MapForce, StyleVision, UModel 및 DatabaseSpy의  

Professional Edition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품 종류

* 상업/교육/공공/개인 구분 없습니다.

구분 에디션 라이선스 타입

Developer Tools Suite

Altova MissionKit

Professional

Named Users

Installed Users

Concurrent Users

Enterprise

Named Users

Installed Users

Concurrent Users

Altova XMLSpy

Professional

Named Users

Installed Users

Concurrent Users

Enterprise

Named Users

Installed Users

Concurrent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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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설계에 사용되는 UML 분석 및 디자인 툴

Sparx System의 Enterprise Architect는 UML 2.5 규격에 맞춰 제작한 모델링, 시각화, 설계 플랫폼 소프트웨어

입니다. 마인드맵 기능으로 개발과정을 완벽하게 그릴 수 있으며, 규모가 크고 복잡한 모델링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시각화 및 협업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능 내용

개방형 표준 사용
- 모델링에 대한 Life Cycle을 제공합니다
- UML, SysML, BPMN 같은 개방형 표준을 사용하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및 유지보수에 효과적입니다.

고성능 및 높은 안정성
- 규모가 큰 모델링을 초단위로 신속하게 로딩합니다.
- 동일한 뷰 제공으로, 팀 단위 협업은 물론, 해외 팀과 협업이 가능합니다.

엔드 투 엔드 추적
- 구현에서 배포까지,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전체 설계를 추적합니다.
- 효과 검증 및 즉각적인 영향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품명

Professional

Enterprise Architect - Professional Edition

Enterprise Architect - Professional Floating Edition

Corporate

Enterprise Architect - Corporate Edition

Enterprise Architect - Corporate Floating Edition

Unified

Enterprise Architect - Unified Edition

Enterprise Architect - Unified Floating Edition

Ultimate

Enterprise Architect - Ultimate Edition

Enterprise Architect

· 주요 기능

· 제품 종류

* 전 제품 영구라이센스 입니다.
* 전 제품 1년 메인터넌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업/공공/교육 구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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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구성 요소

· 제품 종류

SQL 데이터베이스 개발도구 

ibexpert는 SQL 데이터베이스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개발도구입니다. ibexpert 

제품은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인 Firebird과 상업용인 InterBase® 의 명령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 연간라이센스 입니다. 
* 매년 갱신 비용 동일 합니다. 

구분 제품명

ibexpert IBExpert Developer Studio

데이터 베이스의 
시각적 편집기

쿼리 작성기

SQL 편집기 및 
스크립트 실행

IBEBlock

Debugger for 
stored procedures 

and triggers

다양한 코딩 도구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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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제작 및 개발 도구 가속화 툴

IncrediBuild은 네트워크의 다양한 시스템을 가상 멀티 코어 수퍼 컴퓨터로 변형하여 개발 속도를 가속화합니다. 

또한 빌드, 컴파일 및 개발 시간을 크게 줄이며 여러대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컴파일을 수행하여 빠르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Agent 구매 시 Acceleration Solutions 구매는 필수 입니다.
* Coordinator (IncrediBuild 서버 구성 요소)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 상업/교육/공공/개인 구분 없습니다.
* 재설치 시 이전 설치한 SW 를 Uninstall 하여 라이선스를 회수 해야합니다.

구분 제품명

Agent Packages

Agent + Upto 4 cores

Agent + Upto 8 cores

Agent + Up to 16 cores

Agent + Up to 24 cores

Agent + Up to 32 cores

Agent + Up to 48 cores

Agent + Up to 64 cores

Acceleration Solutions
(연간라이선스)

IncrediBuild for Visual Studio C/C++

IncrediBuild for Make & Build Tools

IncrediBuild for Dev Tools

Incredibuild for C#

· 제품 종류

MORE CYCLES,
LESS TIME.

EASY TO INSTALL
& MAINTAIN

DELIVER A
COMPROMISE-FREE PRODUCT

 14

개발툴



Visual Studio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도와주는 툴

Intel의 Parallel Studio는 개발자들이 코드 수정이나 재작성 없이, 인텔 Many-Core의 장점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C++, C, Fortran, Java로 작성한 기존 코드와 새로 작성한 코드를 최신 매니 코어 

환경에 맞게 최적화시켜 줍니다.

Parallel Studio

* 영구라이센스 입니다.
* 모든 신규 라이선스는 1년간의 지원 및 무료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 상업,공공 라이선스 공통 / 교육기관 라이선스 별도입니다.

· 제품 종류

· 주요 기능

제품명 구분 라이선스 타입

Intel Parallel Studio XE

Cluster Edition

Linux
Windows

Named-user License
Floating License

Intel Parallel Studio XE

Composer Edition

C++ Linux
C++ macOS
C++ Windows
Fortran and C++ Linux
Fortran and C++ Windows
Fortran Linux
Fortran macOS
Fortran Windows

Named-user License
Floating License

Intel Parallel Studio XE

Professional Edition

C++ Linux
C++ Windows
C++ Linux
Fortran and C++ Windows
Fortran Linux
Fortran Windows

Named-user License
Floating License

Intel Parallel Studio XE 
Composer Edition

업계 최고의 C++ 및Fortran

컴파일러, 성능 라이브러리,표준

기반 병렬 모델 및 성능 최적화형

Python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ntel Parallel Studio XE 
Professional Edition

완벽한 컴파일러와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성능프로파일러,

최적화 된 벡터화 스레딩 프로토타이핑

및 메모리 및 스레드용 디버깅 도구로

역량을 구축 할 수 있습니다

Intel Parallel Studio XE 
Cluster Edition

다른버전의 모든 도구와 MPI

라이브러리, MPI 튜닝 및 분석

도구 및 고급 클러스터 진단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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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IDEA를 전문으로 하는 컴포넌트

JetBrains는 JAVA 환경에서, 코딩, 디버그, 컴파일, 배포 등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IntelliJ IDEA를 비롯한 지능형 개발 도구의 개발을 전문으로하는 최첨단 소프트웨어 입니다.

· 제품 종류

* 전 제품 연간라이센스 입니다.
* 개발자 라이선스로 개발자 인원 수만큼 구매하시면 됩니다.
* 상업/교육/공공 구분 없습니다.
* 학생/ 교육기관용은 별도 개발사 승인 후 무료입니다.
* 제조사 웹 사이트의 구매 시 등록한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 후 라이선스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품명

JetBrains All Products Pack
All Products Pack
- JetBrains의 모든 데스크톱 제품에 액세스

IDEs

IntelliJ IDEA

PhpStorm

PyCharm

WebStorm

CLion

DataGrip

GoLand

.NET&Visual Studio

ReSharper

ReSharper C++

dotCover

dotMemory

dotTrace

Team Tools

TeamCity

Upsource

YouTrack

JetBrains는 JAVA 환경에서, 코딩, 디버그, 컴파일, 배포 등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IntelliJ IDEA를 비롯한 지능형 개발 도구의 
개발을 전문으로하는 최첨단 소프트웨어 입니다.

구분 제품명

JetBrains All Products Pack All Products Pack
- JetBrains의 모든 데스크톱 제품에 액세스

IDES

IntelliJ IDEA

PhpStorm

PyCharm

WebStorm

CLion

DataGrip

GoLand

.NET&Visual Studio

ReSharper

ReSharper C++

dotCover

dotMemory

dotTrace

Team Tools

TeamCity

Upsource

YouTrack

제품종류

* 전 제품 연간라이센스 입니다.
* 개발자 라이선스로 개발자 인원 수만큼 구매하시면 됩니다.
* 상업/교육/공공 구분 없습니다.
* 학생/ 교육기관용은 별도 개발사 승인 후 무료입니다.
* 제조사 웹 사이트의 구매 시 등록한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 후 라이선스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JAVA IDEA를 전문으로 하는 컴포넌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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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tBrainsJetB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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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데이터베이스 제품

Oracle은 기업용 데이터베이스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했으며 완벽한 기능과 검증된 성능 그리고 뛰어난 사용 

편의성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 주문 전 Pre-sales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업/교육/공공/개인 구분 없습니다.

구분 제품명

Oracle Database
Standard Edition 2

10Named User Plus

1Processor License

Oracle Database
Enterprise Edition

25Named User Plus

1Processor License

Application
Server Products

Weblogic Server Standard Edition - Per Processor

Weblogic Server Enterprise Edition - Per Processor

Oracle MySQL

MySQL Std Edition (1-4 socket server) Subscription 1Year

MySQL Ent Edition (1-4 socket server) Subscription 1Year

· 제품 종류

Oracle Database Standard Edition 2는 경제적이며 완벽한 기능을 갖춘 데이터베이스로, 

뛰어난 사용 편의성, 성능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기업을 위한 단일 서버 환경부터 

고도로 분산된 지점 환경에 이르기까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MySQL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입니다. 검증된 

성능,안정성 및 사용 편의성을 갖춘 MySQL은 Facebook, Twitter, YouTube 및 상위 5개 웹 

사이트를 비롯한 저명한 웹 자산에 사용되는 웹 기반 애플리케이용 데이터베이스로 많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Oracle WebLogic Server 12c는 세계 최초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엔터프라이즈 Java 플랫폼

으로서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유의 멀티테넌시 

기능은 대규모 통합을 실행합니다.경량의 마이크로컨테이너 아키텍처는 프로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애플리케이션 격리와 100% 이식성 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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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 및 
응답 시간 단축

태그 지향 탐색 SlickEdit를 작업 
방법에 따라 
사용자 정의

뛰어난 기호 분석 신속한 코딩 기능

Code Beautifier 편집 가능하고 
동적인 

특이한 도구

기록되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매크로

구문 지향 검색 구문 지향 검색

다중언어 코드지원 소프트웨어

 Slickedit 는 분산된 메인프레임 환경에서 다중 언어 코드를 작성, 분석, 유지하기 위한 개발 툴 
입니다.  Slickedit제품은 개발 한 플랫폼 간 상용 소스 코드 편집기, 텍스트 편집기, 코드 편집기 
및 통합 개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제품입니다. 

열기 및 
응답 시간 단축 태그 지향 탐색

SlickEdit를 작업 
방법에 따라 
사용자 정의

뛰어난 기호 분석

Code Beautifier
편집 가능하고 

동적인 
특이한 도구

기록되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매크로

구문 지향 검색 유연한 코드 표시

신속한 코딩 기능

구분 제품명
SlickEdit Pro Multi-Platform - Concurrent User-License
SlickEdit Pro Multi-Platform - Named User-License

SlickEdit Pro Multi-Platform 

제품종류

제품특성

* 전 제품 연간라이센스 입니다. 
* 매년 지원 & 업데이트 추가 비용있습니다. 
* Windows, Linux, Mac, or Raspberry Pi 사용가능합니다.

다중언어 코드지원 소프트웨어

 Slickedit는 분산된 메인프레임 환경에서 다중 언어 코드를 작성, 분석, 유지하기 위한 개발 툴 입니다.  

Slickedit제품은 개발 한 플랫폼 간 상용 소스 코드 편집기, 텍스트 편집기, 코드 편집기 및 통합 개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제품입니다. 

· 제품 특성

· 제품 종류

* 전 제품 영구 라이선스입니다.
* 매년 지원 & 업데이트 추가 비용 있습니다. 
* Windows, Linux, Mac, or Raspberry Pi 사용 가능합니다.

구분 제품명

SlickEdit Pro Multi-Platform 

SlickEdit Pro Multi-Platform - Concurrent User-License

SlickEdit Pro Multi-Platform - Named User-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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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편집, 코드 브라우징 및 분석 솔루션

Source Dynamics의 Source Insight 제품은 C/C++, C#, Java, Objective-C, Python, PHP, XML, JSON과 같은 수

많은 개발 언어를 지원하는 편집기이면서, 코드 브라우징 및 소스코드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 영구 라이선스 입니다.
* 상업/교육/공공 구분 없습니다.
* 재설치 시 이전 설치한 SW 를 Uninstall 하여 라이선스를 회수 해야합니다.

VIsual Studio의 개발 환경을 향상 및 보완해 주는 제품

WHole Tomato의 Visual Assist는 Microsoft Visual Studio에 플러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코드 탐색, 

리팩토링, 코드 생성, 코딩 지원, 코드 이해, 코드 수정, 코드 검사, 코드 스니펫, 디버깅 등 전반적인 개발 환경을 

향상 및 보완해 주는 제품입니다.

* 영구 라이선스 입니다.
* 상업/교육/공공 구분 없습니다.
* 재설치 시 이전 설치한 SW 를 Uninstall 하여 라이선스를 회수 해야합니다.

구분 제품명

신규 Visual Assist X

리뉴얼 Visual Assist X Maintenance Renewal

구분 제품명

신규 Source Insight 4.0

업그레이드
Source Insight Upgrade Licenses
from version 3.x to version 4.0.

코드편집 코드이해 코드탐색 코드발견 코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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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이미지 편집 및 뷰어 소프트웨어

ACD Systems의 Acdsee는 사진을 관리하고 동시에 편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파일이나 폴더 안의 이미지를 

미리보기 할 수 있는 썸네일 뷰어 지원, 간단한 슬라이드쇼, 프레젠테이션 기능, HTML 기반의 갤러리 생성을 지원

합니다. 또한 파일 동기화 및 사진 공유 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Photo Studio Ultimate

GPU 가속 조정 레이어, RAW 편집 및 전문가용 디지털 자산관리 기능 등, 디지털 사진 워크

플로우에 대한 모든 기능을 지원함

Photo Studio Professional 

사진 워크플로우를 숙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지원함

Photo Studio Standard

아마추어를 위한 실용적인 사진 편집 필수 기능과 효율적인 디지털 자산 관리 도구를 제공함

Photo Editor

필터를 통한 다채로운 효과 구현과, 쉽게 레이어 개체 작업을 적용하고 신속하게 사진의 결

함을 수정 및 편집하는 기능을 제공함

구분 제품명

Photo Editing Software

ACDSee Photo Studio Standard

ACDSee Photo Studio Professional

ACDSee Photo Studio Ultimate

ACDSee Photo Studio for Mac

ACDSee Photo Editor

Video Editing Software

ACDSee Video Studio

ACDSee Video Converter Pro

ACDSee Video Converter

* 전 제품 영구, 연간 라이선스 각 각 있습니다.
* 상업/공공/교육 라이선스 각 각 별도로 있습니다.
* 제조사 웹 사이트의 구매 시 등록한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 후 라이선스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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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2, 3차원 디자인 소프트웨어

AutoDesk는 아키텍처, 공학, 제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의 이용을 위해 2차원, 3차원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제품인 AuoCad, 3Ds MAX, Maya, Invester로 강력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결합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Autocad

2D 및 3D CAD를 위한 소프트웨어. 
멤버쉽에는 기본 AutoCAD, 전문화

툴셋 및 앱 포함

3D Max

게임 및 설계 시각화를 위한 
3D 모델링, 애니메이션 및 

렌더링 소프트웨어

Maya

영화, 게임 및 TV를 위한 
3D 애니메이션, 모델링, 

시뮬레이션 및 렌더링 제품

Revit

빌딩 정보 모델링(BIM)용으로 특수 
개발된 Revit 프로그램이 고품질의 

에너지 효율적인 빌딩 설계에서 
시공, 유지관리까지 지원

Inventor

Inventor 프로그램으로 
제품을 실제로 제작하기전에 
제품을 설계하고, 시각화하며, 

시뮬레이션 가능

Fusion 360

단일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에 전체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연결 가능

· 제품별 기능

· 제품 종류

구분 제품명

캐드 프로그램

AutoCAD - Subscription

AutoCAD LT - Subscription

Inventor Professional - Subscription

Revit - Subscription

Civil 3D - Subscription

3D 애니메이션&모델링

3ds Max - Subscription

Maya - Subscription

Maya LT - Subscription

3D 프린팅 Fusion 360 CLOUD - Subscription

* 전 제품 연간 라이센스 입니다.
* 상업/교육/공공/개인 구분 없습니다.
* 구매 시 등록한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 후 라이선스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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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빈도가 높은 플러그인 프로그램

RED GIANT의 제품들은 3D 디자인과 영상 작업을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디자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플러그인

형태로 설치됩니다. 트랜지션, 비디오이펙트, 3D 이펙트, 영상 색감 및 싱크로나이즈 등의 3D 디자인과 영상작업을 

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전 제품 영구라이센스 입니다.
* 전 제품 1년 메인터넌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업/공공/교육 구분 없습니다.

구분 제품명

RED GIANT
SUITES

TRAPCODE SUITE
- 11 TOOLS INCLUDED

MAGIC BULLET SUITE
- 7 TOOLS INCLUDED

UNIVERSE
- 74 TOOLS INCLUDED

SHOOTER SUITE
- 4 TOOLS INCLUDED

VFX SUITE
- 9 TOOLS INCLUDED

· 제품 종류

11개의 도구가 포함됨

TRAPCODE SUITE
모션 그래픽 및 VFX를 위한 입자

시뮬레이션 및 3D 효과 제공

7가지 도구 포함

MAGIC BULLET SUITE
영화 제작자를 위한 색상
보정 및 마무리 필름 작업

4가지 도구 포함

SHOOTER SUITE
오디오비디오 Footage 백업 및
여러 설정등을 제공하는 도구들

9개의 도구 포함

VFX SUITE
After Effects 에서의 Keying ,

Tracking, 정리 및 시각 효과제공

79  포함된 도구

UNIVERSE
그래픽 아티스트 및 편집자를 위한

비디오 전환 및 효과 플러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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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One 화면캡처,스크린레코더,비디오편집기

* 전 제품 영구라이센스 입니다.
* 전 제품 Windows 및 MacOS와 호환됩니다.
* 재설치 시 이전 설치한 SW 를 Uninstall 하여 라이선스를 회수 해야 합니다.
* 모든 라이선스에는 Maintenance/ Support 필수 구매해야 합니다. 

구분 제품명

상업용

Techsmith Camtasia

TechSmith Camtasia /Snagit Bundle

TechSmith Snagit

Techsmith Morae

교육용

Techsmith Camtasia

TechSmith Camtasia /Snagit Bundle

TechSmith Snagit

Techsmith Morae

공공용

Techsmith Camtasia

TechSmith Camtasia /Snagit Bundle

TechSmith Snagit

Techsmith Morae

· 제품 종류

Camtasia - 스크린 레코더 및 비디오 편집기

TechSmith사의 Camtasia를 사용하면 화면을 손쉽게 기록하고 세련되고 전문적인 비디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강력하면서도 사용하기 쉬운 비디오 편집기로 화면을 녹화하고 비디오를 

편집하세요. 전문가 수준의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Snagit - 화면 캡처 및 스크린 레코더

TechSmith사의 Snagit 은 화면 캡처 소프트웨어의 선두 주자이며 사용자 정의 스크린 샷과 

레코딩을 만드는 번거로움을 없애줍니다. 내장 된 이미지 편집 및 비디오 트리밍을 통한 캡처 

및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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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편집 및 디스크 제작 소프트웨어

MAGIX사의 Vegas 제품은 영상과 관련 된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소프트웨어로서 인코딩을 비롯해 비디오 편집에 

관련 된 기능을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졌습니다. Vegas는 유사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

에서도 비교적 사용이 간편하며,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 상업/공공 라이선스 공통이고 교육기관는 라이선스 별도입니다.
* 재설치 시 이전 설치한 SW 를 Uninstall 하여 라이선스를 회수 해야합니다.

구분 제품명

.NET
JavaScript

VEGAS Pro Edit

VEGAS Pro

VEGAS Pro Suite

VEGAS Pro 365

Server
COM

VEGAS Movie Studio

VEGAS Movie Studio Platinum

VEGAS Movie Studio Suite

· 제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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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서비스 소프트웨어

Wowza Streaming Engine Pro는 서버에 설치되는 스트리밍 미디어 소프트웨어로서, 데스크탑, 태블릿 PC, 

IPTV 셋톱박스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한 비디오와 오디오 생중계(Live streaming) 서비스 및 VOD 서비스를 제공

하는 제품입니다.

· 제품 종류

· Wowza를 통한 Live Streaming 서비스 5단계

제품명 유의사항

Wowza Streaming Engine Pro
- 인터넷 접속 환경에서 사용가능
- 설치 할 서버수량만큼 구매

Wowza Streaming Engine Pro
Custom (USB)

- 폐쇄망 환경에서 사용가능
- 동글키(USB) 포함 제품
- 설치 할 서버수량만큼 구매

* 전 제품 1년 Support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업/교육/공공/개인 구분 없습니다.
* 설치된 서버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라이선스를 변경/ 삭제가 가능합니다.

Wowza Streaming Engine Pro는 서버에 설치되는 스트리밍 미디어 소프트웨어로서, 
데스크탑, 태블릿 PC, IPTV 셋톱박스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한 비디오와 오디오 
생중계(Live streaming) 서비스 및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제품명 유의사항

Wowza Streaming Engine Pro - 인터넷 접속 환경에서 사용가능
- 설치 할 서버수량만큼 구매

Wowza Streaming Engine Pro 
Custom (USB)

- 폐쇄망 환경에서 사용가능
- 동글키(USB) 포함 제품
- 설치 할 서버수량만큼 구매

Wowza GoCoder SDK
- Android, iOS 각 각 구매
- 매년 Maintenance 필수 구매

제품종류

* 전 제품 1년 Support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업/교육/공공/개인 구분 없습니다.
* 설치된 서버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라이선스를 변경/ 삭제가 가능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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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PL/SQL 개발, 테스팅, 디버깅 및 최적화

allroundautomation는 Oracle Database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위한 통합 개발 환경 인 PL/SQL 

Developer는 PL/SQL 저장 프로그램 단위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전자 상거래, 제약, 교육, 건강, 

통신, 군대 및 소프트웨어 회사와 같은 다양한 부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개발자 라이선스로 개발자 인원 수만큼 구매하시면 됩니다.
* 상업/교육/공공/개인 구분 없습니다.

구분 제품명

PL/SQL Developer

Single user

5 user License

10 user License

20 user License

50 user License

100 user License

Unlimited

Direct Oracle Access

Direct Oracle Access Standard license

Direct Oracle Access Object license

Oracle Monitor Pro (per license)

PL/SQL Developer

PL/SQL Developer는 패키지, 트리거 등과 같은 Oracle PL/SQL 저장 프로그램 단위를 개발, 테스트, 디버깅 및 최

적화하기 위한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PL/SQL Developer는 상황에 맞는 도움말 및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설명, 

구문 강조, 데이터 조회 및 편집, 그래픽 브라우저 및 개발자의 일상 생활을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기타 기능을 제공

합니다.

Direct Oracle Access

Borland의 Delphi 또는 C ++ Builder를 사용하여 Oracle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Direct Oracle Access 구성 

요소 세트를 사용하면이 훌륭한 개발 도구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완벽하게 통합 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두 제품 모두를 최대로 활용 할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세스에도 손쉬운 어플리케이션 배포, Oracle 

패키지 지원, TOracleDataSet, 오라클모니터 등 기능이 유용합니다.

· 제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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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PL/SQL 개발, 테스팅, 디버깅 및 최적화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고품질 툴

Benthic Software는 Oracle 및 기타 SQL 데이터베이스를위한 고품질 데이터베이스 툴 입니다. Benthic 

Software 제품은 강력하고 사용하기 쉽도록 설계된 고성능 Windows 프로그램입니다.

구분 제품명

Oracle databases

Golden

PLEdit

Goldview

Universal Products BenthicSQALL

* 영구 라이선스 입니다.
* 상업/교육/공공 구분 없습니다.

· 제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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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데이터에 대한 쉽고 빠른 데이터 보호

Acronis Backup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비즈니스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간단한 백업 솔루션 입니다. 이 솔루션은 

현재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여 비즈니스 운영을 유지하고, 모든 워크로드를 보호하며, 

무제한 확장 가능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기능

· 제품 종류

ACRONIS CYBER BACKUP은 실제 서버, 가상 머신, PC, 중대한 애플리케이션 등 모든 시스템 설정에 사용 가능합니다.

제품명 구분 제품설명

Acronis Backup
12.5

Standard License
- 중앙관리 및 Web 콘솔 Active Protection

- DAS, NAS, SAN, Acronis Cloud Storage

Advanced License

- Standard License 기본 기능 지원

- Notary 및 Asign 기능 관리자 역할 및 보고서 기능

- 테잎 지원 및 중복제거

Advanced Universal License
- 가상 호스트에서 무제한 VM 지원

- 물리 머신에서 가상 머신으로 새로운 운영 체계로 전환

완벽한 비즈니스 보호

직관적인 확장 관리

가장 빠른 복구

Acronis Cyber Backup 솔루션 개요 

유연한 스토리지 옵션

• 로컬 디스크        •NAS, SAN 

• 테이프 드라이브, 오토 로더, 테이프 라이브러리 

• Acronis Cloud Storage (5GB 용량 무료 제공) 

• 중복 제거 

• Off-host 운영 

• Acronis Storage Native 통합 

• 중앙 WEB 콘솔  •관리자 기능 

• 정책 기반 관리   •개선된 리포팅 

• 사용자 정의 대시 보드  

• 혁신적인 데이터 보호 

주요 기능    
Acronis Cyber Backup은 실제 서버, 가상 머신, PC, 중대한 애플리케이션 등 모든 시스템 설정에 사용 가능합니다 

• 개별 복구  •베어 메탈 복구 

• Acronis Universal Restore 

• Acronis Instant Restore 

• Acronis vmFlashback 

• 가상 호스트 복구  •원격 복구    •자동 복구 

• Any-to-any 마이그레이션

• 간단한 백업 구성 

• 하나의 솔루션으로 21개 플랫폼 보호 

• 완벽한 가용성 제공 

• 비즈니스 연속성을 지원하는 빠른 백업 

백업

관리스토리지

복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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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500개 이상의 파트너가 선정한 보안 제품

Kaspersky lab은 다양한 환경에서 진단률이 높은 보안제품을 제공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인 Kaspersky 

endpoint security 제품은 모든 규모의 비즈니스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다계층 보안, 확장형 관리 도구 및 중앙 집

중식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 제품 기능

제품명 제품설명

Kaspersky Endpoint
Security for Workstation

기업용 윈도우 워크스테이션용 방역 제품. 개인용 제품의 기능에 
중앙 관리가 가능한 기능이 추가되어 있음.

Kaspersky Embedded
Systems Security

Windows Embedded OS에 특화된 제품으로 Pos, ATM기 전용 
제품애플리케이션 시작제어 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백신기능 및 매체제어 기능을 제공.

Kaspersky Endpoint
Security for Server

윈도우 파일 서버용 방역 제품. 파일 서버의 용도에 맞게 방역 기능에만 중점을 두어 
커스터마이징된 제품. (Windows 2003 R2 이상 전용 제품)

Kaspersky Antivirus
for Linux Server

리눅스 파일 서버용 방역 제품. 단순한 수동 검사 뿐만 아닌 실시간 감시도 가능하여 
서버의 방역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 제품.

Kaspersky Security
for Virtualization

가상화 백신. (VMWare / Microsoft / Citrix 가상화 환경 지원)

Kaspersky Antivirus
for MS Exchange/Add-on DLP

그룹웨어용 방역 제품. 이메일 방역에 그룹웨어에서 운영되는 공용 폴더 방역까지 
완벽히 대응하는 제품.

Kaspersky Endpoint Security
for Mobile

Android 용 Mobile 방역 제품.

KAV Campus License 대학교용 Campus License.

* 시리얼번호 입력 방식이 아닌 Key 파일 방식으로 서비스 기간 만료후 자동 서비스 종료 됩니다.

Advanced 기능

- 제한없는 보호되는 기기 수

- PC 및 Mac 보안

- 서버 보안

- Android 기기 보안

- iOS 기기 보안

- Linux 보안

- 매체 제어

- PC용 어플리케이션 제어

- 서버용 어플리케이션 제어

-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 파일 레벨 암호화

- 전체 디스크 암호화

- 자체 구축 또는 호스팅 콘솔

- 모바일 매니지먼트

- OS 암호화 관리

- 취약점 및 패치 매니지먼트

- OS 및 타사 소프트웨어 설치

검사

컴퓨터 및 
외부 장치 검사

패스워드 매니저

암호 관리 및 
데이터 동기화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및 
모듈 업데이트

데이터 암호화

암호화를 사용해 
데이터 보호

안전 금융

안전하게 온라인 
금융 거래 보호

백업 및 복원

백업 및 
데이터 복구

온라인 관리

원격으로 
기기 관리

자녀 보호

인터넷 
접속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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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취약점 스캐닝 소프트웨어

Acunetix는 자동화된 프로세서를 통해 웹보안 취약점을 검색하고 찾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즉, 웹사이트 URL에 

대한 스캐닝 및 웹페이지의 취약성 여부를 판단하고, SQL 인젝션, XSS 같은 해킹 공격들을 탐지함으로써 고객이 

자사의 웹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안 소프트웨어 제품입니다.

통합 된 취약성 관리

위협의 우선 순위 지정 및 제어

심층적인 SQL Injection 및 

XSS 취약점 테스트

깊이있는 크롤링 및 HTML5 및 

JavaScript 사이트

* 상업/교육/공공/개인 구분 없습니다.

구분 제품명

Standard

Acunetix Standard On Premise (Number of targets: 5)

Acunetix Standard On Premise (Number of targets: 10)

Acunetix Standard On Premise (Number of targets: 20)

Enterprise

Acunetix Enterprise On Premise (Number of targets: 5)

Acunetix Enterprise online (Number of targets: 5)

Acunetix Enterprise On Premise (Number of targets: 10)

Acunetix Enterprise online (Number of targets: 10)

Acunetix Enterprise On Premise (Number of targets: 20)

Acunetix Enterprise online (Number of targets: 20)

Enterprise Plus 20 Targets 이상 라이선스

· 제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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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보 보안 업계 1위

AhnLab은 자체적으로 백신 엔진을 개발하여 만든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AhnLab 제품군 중 

가장 유명한 V3는 매우 가볍고 높은 진단 및 치료 능력을 보여주며 AV-TES에서 거의 만점을 받은 제품입니다.

· 제품 종류

* 전 제품 연간 라이센스 입니다.
* 상업/교육/공공/개인 구분 없습니다.
* 구매 시 등록한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 후 라이선스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품명 제품설명

V3 IS/ES/Mac

V3 Internet Security 9.0 기업용 통합 PC 보안 솔루션

V3 Endpoint Security 9.0 엔드포인트 통합 관리 솔루션

V3 for Mac Mac OS에 최척화된 기업용 보안 솔루션

V3 Net

V3 Net for Windows Server 9.0 안정적 서버 운용을 위한 최고의 보안 파트너

V3 Net for Linux Server 9.0 기업 환경에 적합하고 유연한 서버 방역 솔루션

V3 Net for Unix Server 9.0 기업 환경에 적합하고 유연한 서버 방역 솔루션

V3 MSS V3 MSS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솔루션

AhnLab V3 제품은 다차원 분석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기업의 클라이언트 

PC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사전 방역 기능을 제

공해 안전한 컴퓨팅 환경 구축을 도와줍니다.

악성코드 진단

클라우드 기반의 ASD DB로
정확한 진단 및 실시간 치료

랜섬웨어 대응

랜섬웨어 보안 폴더 기능으로
중요 파일 암호화 원천 방지

네트워크 보안

URL/IP 등 7억여 개 DB를 활용해
접속한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 제공

Active Defense

의심 프로세스, 프로그램 주요
행위 등 행위/평판 정보 제공

행위/평판 진단

평판 정보를 활용해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실행 차단

PC 최적화

메인 화면에 사용자가 손쉽게
운영하기 적합한 기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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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Plus Statistics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많이 사용하는 분석기법을 제공하는 최적화된 통계분석 패키지인 SPSS 

프로그램 자체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 외에 국내 사용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데이타솔루션만의 Value Add 

Component와 서비스가 추가된 파워풀한 제품입니다.

IBM SPSS

STATISTICS STANDARD

- Base

- Advantage Statistics

- Regression

-  Custom Tables멤버쉽에는 기본 

AutoCAD, 전문화 툴셋 및 앱 포함

KoreaPlus 모듈

- AI (RNN기반 시계열 학습/예측)
- TA (Text Analytics)
- Medical Analysis
- Bio-Equiv
- Bio-Equiv(2X4)
- Conjoint
- Multivariate Analysis
- Sample Size calcuation

- Weibull Analysis, Scale
- Propensity Score Matching
- Customer Value Analysis
- PSM (Propensity Score Matching
- Meta-analysis
- Maps graph를 위한 Korea Maps 제공
- 국가통계포털링크
- 출력결과를 한글파일로 내보내기

· 제품별 기능

· 제품 종류

구분 제품명 구분

캐드 프로그램

SPSS KoreaPlus Statistics for Publc Service (공공) Standard
Professional
Premium
각 모듈
AMOS
Modeler Pro

SPSS KoreaPlus Statistics for Medical Service (병원)

SPSS KoreaPlus Statistics for Data Analytics (일반)

SPSS KoreaPlus Statistics for General Science (교육)

3D 애니메이션&모델링

SPSS KoreaPlus Statistics for Publc Service (공공) Standard
Professional
Premium
각 모듈
AMOS

SPSS KoreaPlus Statistics for Medical Service (병원)

SPSS KoreaPlus Statistics for Data Analytics (일반)

SPSS KoreaPlus Statistics for General Science (교육)

3D 애니메이션&모델링

SPSS KoreaPlus Statistics for Publc Service (공공) Standard
Professional
Premium
각 모듈
AMOS

SPSS KoreaPlus Statistics for Medical Service (병원)

SPSS KoreaPlus Statistics for Data Analytics (일반)

SPSS KoreaPlus Statistics for General Science (교육)

3D 프린팅

SPSS KoreaPlus Statistics for Publc Service (공공) Standard
Professional
Premium
각 모듈
AMOS

SPSS KoreaPlus Statistics for Medical Service (병원)

SPSS KoreaPlus Statistics for Data Analytics (일반)

SPSS KoreaPlus Statistics for General Science (교육)

* Pre-sales 확인이 필요합니다.
* Pre-sales 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영업보호를 해 드립니다.
* 구매 시 1년내 업그레이드+교육쿠폰+한글메뉴얼세트 제공 해 드립니다.

Value Add 서비스가 추가된 통계 분석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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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제품 1년 Support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조사 웹 사이트의 구매 시 등록한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 후 라이선스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품명

상업용

Mathematica Standard Edition

Mathematica Enterprise Edition

SystemModeler

공공용

Mathematica Standard Edition

Mathematica Enterprise Edition

SystemModeler

교육용

Mathematica Standard Edition

Mathematica Enterprise Edition

SystemModeler

Mathematica Standard (Pre-College) - 중,고등학교 용

· 제품 종류

Wolfram의 Mathematica는 수학 기호를 사용하는 과학, 공학, 수학, 계산 분야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수학의 

심볼릭 연산, 대화형 공학 교과서 출판, 임베디드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과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사용

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SystemModeler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위한 사용 용이성이 뛰어난 차세대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환경입니다. 

내장 된 확장 가능한 모델링 라이브러리의 방대한 셀렉션에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 전체 시스템의 강력한 멀티 

도메인 모델을 구축 할 수 있습니다.

Mathematica의 파워를 추가함으로써 시스템 설계 분석, 이해, 및 빠른 반복을 가능하게 하는 완벽하게 통합 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고성능 연산처리 풍부한 라이브러리 제공

수치 계산 및 공학용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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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종류

수학 표기법 입력 및 필기 소프트웨어

Wiris의 MathType은 수학 표기법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대화식 수식 편집기 입니다. MathType의시각적 편집기

를 사용하여 수학 방정식 및 화학 공식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바일 및 태블릿에 손으로 필기도 가능합니다.

* 전 제품 연간라이선스 입니다.
* 재설치 시 이전 설치한 SW 를 Uninstall 하여 라이선스를 회수 해야합니다.

MathType Desktop MathType for Google MathType Add-in for Office

구분 제품명

상업용 MathType subscription (Windows and Mac)

교육용 MathType Academic subscription (Windows and 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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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GraphPad사의 Prism 제품은 효과적인 데이터 구성으로 포괄적인 분석 강력한 통계 기능을 제공합니다. 

Prism에는 다른 과학 그래프 프로그램과는 달리 실행하려는 분석을 위해 특별히 포맷 된 8가지 유형의 데이터 

테이블이 있으며 이를 이용해 데이터를 올바르게 입력하고 적절한 분석을 선택하고 멋진 그래프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분 제품명

영구라이선스 Prism

연간라이선스 Prism

* 연간라이센스는, 리셀러는 구매 불가하여, 개인이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 상업/공공 라이선스 공통이고 교육기관는 라이선스 별도입니다.
* 제품 삭제 전에 개발사에 사전 허가 받은 후 머신 ID를 재등록 해야만 재설치가 가능 합니다.

· 제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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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종류

쉽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3D모델링 도구

Trimble의 SketchUp Pro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제작 단계까지 유용합니다. 프로그래밍, 다이어그램 작성, 디자인 

개발, 상세화, 문서화, RFI - 도면이 필요한 곳이면 SketchUp Pro가 필요합니다.

* 영구 라이선스 입니다.
* 상업/교육/공공 구분 없습니다.
* 제조사 웹 사이트의 구매 시 등록한 회사 계정에서 라이선스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른 3D설계 무료3D 모델
라이브러리 제공

사용자 맞춤
설정 기능 제공

구분 제품명

SketchUp Pro
- 10Copy 이상 프리세일즈 필요 합니다.
- 1년간 Support & Maintenance 포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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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제품 영구 라이선스입니다.

도면 작성에 필요한 변환/뷰어/ 개발자 SDK 프로그램

AutoDWG 는 도면 작성 및 DWG 파일 보기가 가능하며,  Converter기능으로는 도면 형식 변환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입니다. 

구분 제품명

Converter Program 

PDF to DWG converter

PDFin AutoCAD Plug-in

DWG to PDF converter

DWG DXF converter

DWG to DWF converter

DWG to Image converter

DGN to DWG converter

DWF to DWG converter

DWG to Flach converter

Raster To Vector

DWG Viewer

DWGSee

DWGsee Pro

DWGsee for Android

Active- X contraols

DWGViewX

DWG2PDF-X

DWGDXF-X

DWG2DWF-X

DWG2Image-X

DWGCompare-X

Attribute Modified- X

More

DWGSee Compare

DWGLock

Attribure Extractor

· 제품 종류

DWG Converter

PDF, DWG, DXF 및  DGN 
간에 형식 변환

DWG Viewer

빠르고 가벼운 DWG 파일보기, 
측정 및 인쇄 가능

Developer SDK

개발자를 위한 표준 및 맞춤형 
구성 요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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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PDF 편집 소프트웨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PDF 전문 소프트웨어

Unidocs의 ezPDF Editor 3.0은 PDF 전자문서의 생성에서부터 열람, 변환, 편집, 활용, 보관 및 보안 처리에 이르

기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한글문서(hwp), Word(docx), 

Excel(xlsx), PPT(pptx) 및 텍스트(txt), HTML, 이미지 등 다른 형식으로 저장(재변환)이 가능합니다.

NESGIO의 NESPDF 는 모든 프린트가 가능한 문서를 PDF파일로 변환(생성)이 가능하며, 다양한 편집기능을 제공

하고, 변환된 PDF문서를 다시 Word 또는 Text로 역 변환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PDF 전문 소프트웨어 입니다.

NESPDF

구분 제품명

영구라이선스 ezPDF Editor

연간라이선스 ezPDF Editor

구분 제품명

영구라이선스 NESPDF

연간라이선스 NESPDF

* 상업/교육/공공 구분 없습니다.
* 재설치 시 이전에 설치한 PC에서 라이선스 비활성화를 먼저 진행 해야합니다.

* 상업/교육/공공 구분 없습니다.

NESPDF DOC
PDF 문서 통합관리

NESPDF Driver
PDF 다양한 생성기능

NESPDF Converter
PDF 역변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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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tGo1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부팅과 다시 시작을 신속하
게 수행할 수 있고 악성소프트웨어 차단에 도움이 되도록 강력

한 내장형 보안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Microsoft는 OS 운영체제, Office ,SQL 서버 및 개발툴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Windows는 세계 운영체제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했으며 운영체제 분야 뿐만이 아니라 MS office로 office 업계까지 섭렵하였습니다.

구분 제품명

windows 10
windows 10 Home (FPP : 패키지, DSP 32bit /64bit)

windows 10 Pro (영구라이센스, FPP : 패키지, DSP 32bit /64bit)

Server
Windows server standard 2019 (영구라이센스)

SQL Server standard 2017 (영구라이센스)

Microsoft 365

Microsoft 365 Business Basic

Microsoft 365 Business Standard

Microsoft 365 Business Premium

비즈니스용 Microsoft 365 앱

Project
Project Standard 2019

Project Pro 2019

Visio
Visio Standard 2019

Visio Pro 2019

Visual Studio

Visual Studio Enterprise wih MSDN

Visual Studio Professional with MSDN

Visual Studio Professional

Visual Studio Test Professional with MSDN

데스크톱, 태블릿 및 휴대폰과 같은 모든 장치에서 활용 할 수있
으며 OneDrive를 사용하여 어디서든 작업을 할수 있고 다른사

람과 공동 작업을 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파일 컨텍스트를 잃지 않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호출 구조, 관련 함수, 체크 인 및 테스트 상

태와 같은 세부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속도에 맞게 혁신할 수 있는 운영체제 입니다. Azure를 
사용하면 Windows Server 워크로드를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

드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상업, 공공, 교육 라이선스 각 각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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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

Microsoft는 OS 운영체제, Office ,SQL 서버 및 개발툴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Windows는 세계 운영체제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했으며 운영체제 분야 뿐만이 아니라 MS office로 office 업계까지 섭렵하였습니다.

InstantGo1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부팅과 
다시 시작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고
악성소프트웨어 차단에 도움이 되도록 강력
한 내장형 보안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데스크톱, 태블릿 및 휴대폰과 같은 모든 장치에서 
활용 할 수있으며 OneDrive를 사용하여 어디서든 
작업을 할수 있고 다른사람과 공동 작업을 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파일 컨텍스트를 잃지 않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호출 
구조, 관련 함수, 체크 인 및 테스트 상태와 
같은 세부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속도에 맞게 혁신할 수 있는 
운영체제 입니다. Azure를 사용하면 Windows 
Server 워크로드를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품명

windows 10 
windows 10 Home (FPP : 패키지, DSP 32bit /64bit)

windows 10 Pro (영구라이센스, FPP : 패키지, DSP 32bit /64bit)

Server
Windows server standard 2019  (영구라이센스)

SQL Server standard 2017  (영구라이센스)

Office

Office 365 Business (클라우드 / 연간라이선스)

Office 365 Business Premium (클라우드 / 연간라이선스)

Office 365 Business Essentials (클라우드 / 연간라이선스)

Office Home & Business 2019 (ESD,PKC)

Office Standard 2019 

Office Pro Plus 2019 

Project
Project Standard 2019 

Project Pro 2019 

Visio
Visio Standard 2019 

Visio Pro 2019 

Visual Studio

Visual Studio Enterprise wih MSDN

Visual Studio Professional with MSDN

Visual Studio Professional

Visual Studio Test Professional with MSDN

* 상업,공공,교육 라이선스 각 각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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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

Microsoft는 OS 운영체제, Office ,SQL 서버 및 개발툴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Windows는 세계 운영체제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했으며 운영체제 분야 뿐만이 아니라 MS office로 office 업계까지 섭렵하였습니다.

InstantGo1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부팅과 
다시 시작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고
악성소프트웨어 차단에 도움이 되도록 강력
한 내장형 보안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데스크톱, 태블릿 및 휴대폰과 같은 모든 장치에서 
활용 할 수있으며 OneDrive를 사용하여 어디서든 
작업을 할수 있고 다른사람과 공동 작업을 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파일 컨텍스트를 잃지 않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호출 
구조, 관련 함수, 체크 인 및 테스트 상태와 
같은 세부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속도에 맞게 혁신할 수 있는 
운영체제 입니다. Azure를 사용하면 Windows 
Server 워크로드를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품명

windows 10 
windows 10 Home (FPP : 패키지, DSP 32bit /64bit)

windows 10 Pro (영구라이센스, FPP : 패키지, DSP 32bit /64bit)

Server
Windows server standard 2019  (영구라이센스)

SQL Server standard 2017  (영구라이센스)

Office

Office 365 Business (클라우드 / 연간라이선스)

Office 365 Business Premium (클라우드 / 연간라이선스)

Office 365 Business Essentials (클라우드 / 연간라이선스)

Office Home & Business 2019 (ESD,PKC)

Office Standard 2019 

Office Pro Plus 2019 

Project
Project Standard 2019 

Project Pro 2019 

Visio
Visio Standard 2019 

Visio Pro 2019 

Visual Studio

Visual Studio Enterprise wih MSDN

Visual Studio Professional with MSDN

Visual Studio Professional

Visual Studio Test Professional with MSDN

* 상업,공공,교육 라이선스 각 각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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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

Microsoft는 OS 운영체제, Office ,SQL 서버 및 개발툴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Windows는 세계 운영체제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했으며 운영체제 분야 뿐만이 아니라 MS office로 office 업계까지 섭렵하였습니다.

InstantGo1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부팅과 
다시 시작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고
악성소프트웨어 차단에 도움이 되도록 강력
한 내장형 보안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데스크톱, 태블릿 및 휴대폰과 같은 모든 장치에서 
활용 할 수있으며 OneDrive를 사용하여 어디서든 
작업을 할수 있고 다른사람과 공동 작업을 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파일 컨텍스트를 잃지 않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호출 
구조, 관련 함수, 체크 인 및 테스트 상태와 
같은 세부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속도에 맞게 혁신할 수 있는 
운영체제 입니다. Azure를 사용하면 Windows 
Server 워크로드를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품명

windows 10 
windows 10 Home (FPP : 패키지, DSP 32bit /64bit)

windows 10 Pro (영구라이센스, FPP : 패키지, DSP 32bit /64bit)

Server
Windows server standard 2019  (영구라이센스)

SQL Server standard 2017  (영구라이센스)

Office

Office 365 Business (클라우드 / 연간라이선스)

Office 365 Business Premium (클라우드 / 연간라이선스)

Office 365 Business Essentials (클라우드 / 연간라이선스)

Office Home & Business 2019 (ESD,PKC)

Office Standard 2019 

Office Pro Plus 2019 

Project
Project Standard 2019 

Project Pro 2019 

Visio
Visio Standard 2019 

Visio Pro 2019 

Visual Studio

Visual Studio Enterprise wih MSDN

Visual Studio Professional with MSDN

Visual Studio Professional

Visual Studio Test Professional with MSDN

* 상업,공공,교육 라이선스 각 각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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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

Microsoft는 OS 운영체제, Office ,SQL 서버 및 개발툴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Windows는 세계 운영체제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했으며 운영체제 분야 뿐만이 아니라 MS office로 office 업계까지 섭렵하였습니다.

InstantGo1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부팅과 
다시 시작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고
악성소프트웨어 차단에 도움이 되도록 강력
한 내장형 보안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데스크톱, 태블릿 및 휴대폰과 같은 모든 장치에서 
활용 할 수있으며 OneDrive를 사용하여 어디서든 
작업을 할수 있고 다른사람과 공동 작업을 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파일 컨텍스트를 잃지 않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호출 
구조, 관련 함수, 체크 인 및 테스트 상태와 
같은 세부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속도에 맞게 혁신할 수 있는 
운영체제 입니다. Azure를 사용하면 Windows 
Server 워크로드를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품명

windows 10 
windows 10 Home (FPP : 패키지, DSP 32bit /64bit)

windows 10 Pro (영구라이센스, FPP : 패키지, DSP 32bit /64bit)

Server
Windows server standard 2019  (영구라이센스)

SQL Server standard 2017  (영구라이센스)

Office

Office 365 Business (클라우드 / 연간라이선스)

Office 365 Business Premium (클라우드 / 연간라이선스)

Office 365 Business Essentials (클라우드 / 연간라이선스)

Office Home & Business 2019 (ESD,PKC)

Office Standard 2019 

Office Pro Plus 2019 

Project
Project Standard 2019 

Project Pro 2019 

Visio
Visio Standard 2019 

Visio Pro 2019 

Visual Studio

Visual Studio Enterprise wih MSDN

Visual Studio Professional with MSDN

Visual Studio Professional

Visual Studio Test Professional with MSDN

* 상업,공공,교육 라이선스 각 각 별도로 있습니다

Microsoft전세계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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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비교, 공유 및 동기화, 보안을 지원하는 제품

* 전 제품 연간라이선스 입니다.
* 상업/교육/공공 구분 없습니다.
* 제조사 웹 사이트의 구매 시 등록한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 후 라이선스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품명

WorkShare Compare Workshare Compare

Workshare Secure

Protect Server 12 month Subscription License

Risk Analytics 12 month Subscription License

WorkShare Transact

Small Transaction - Internal Usage Only - Unlimited Users

Medium Transaction - Internal/External Usage - Unlimited Users

· 제품 종류

Workshare Compare는 문서에 대한 비교, 공유 및 동기화, 변경이력 추적, 첨부파일의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메타데이터를 삭제하는기능을 지원하는 솔루션입니다.

COMPARE

Workshare Secure의 Workshare Protect Server는 서버를 하나 생성하여 파일이 메일로 

전달되기 전에 생성된 서버를 거쳐 자동으로 메타데이터를 삭제하는 제품입니다.

Workshare Secure의 Workshare Risk Analytics는 메일 또는 핸드폰으로 공유되는 모든 

파일의 모든 활동을 추적하여 전체 메일 흐름을 분석하고 공유되거나 업로드되는 파일의 

정책 위반 또는 회사 특정 지침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SECURE

Workshare Transact는 여러명의 자료공유에 대해 문서를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공유된 문서는 체크리스트에서 제어되어 문서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고 전반적인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TRANS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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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가상화 소프트웨어

* 전 제품 영구라이선스 입니다.
* 전 제품 Unlimited Support & Upgrades - 1 year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조사 웹 사이트의 구매 시 등록한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 후 라이선스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VMware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모바일 기기에 이르는 컴퓨팅을 가상화하여 고객이 민첩성, 대응 능력 및 수익

성을 향상시키도록 돕습니다.

VMware Workstation Pro는 단일 Linux 또는 Windows PC에서 여러 운영 체제를 가상 머신(VM)

으로 실행하기 위한 업계 표준입니다. Workstation Pro는 IT 전문가, 개발자 및 기업이 모든 기기, 

플랫폼 또는 클라우드에서 소프트웨어를 빌드, 테스트, 시연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Workstation 

Pro

단순하지만 강력한 Mac용 가상 머신

VMware Fusion은 Mac 사용자가 재부팅하지 않고도 Mac에서 Windows와 수백 가지의 다른 운영 

체제를 Mac 애플리케이션과 나란히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VMware 

Fusion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플랫폼

VMware vSphere는 기반 하드웨어에서 애플리케이션과 운영 체제를 분리하여 IT를 간소화합니다. 

기존 애플리케이션은 전용 리소스를 인식하지만, 서버를 리소스 풀로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

하면서도 간소화된 IT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VMware 

vSphere

구분 제품명

데스크톱용

VMware Workstation Pro

VMware Fusion Pro

VMware Fusion

VMware Workstation Player

서버용

VMware vSphere Standard                       - 서버통합 및 예상치 못한 다운타임 방지

VMware vSphere Enterprise Plus            - 정책기반 데이터센터 자동화

VMware vSphere Essentials Kit               - 최소예산으로 엔터프라이즈급 가상화를 이용한 서버통합

VMware vSphere Essentials Plus Kit      - 소규모 환경을 위한 서버통합 및 비즈니스 연속성

단일 PC에서 
여러 운영 체제 실행

모든 플랫폼을 위한 
개발 및 테스트

VMware 
vSphere에 연결

환경 보안 유지 
및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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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원격 지원 소프트웨어

Famatech의 Radmin은 IT 전문가를 위한 안정적인 원격 지원 소프트웨어로서 네트워크에 연결 된 컴퓨터에 

즉각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안전한 원격 엑세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테스크톱 및 모바일용 원격 액세스 제품

RealVnc의 VN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데스크톱 또는 모바일을 원격으로 액세스하고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라이선스 입니다.
* 상업/교육/공공 구분 없습니다.

* 영구 라이선스 입니다.
* 무료 Radmin 뷰어: 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는 어디에서나 원격 컴퓨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상업,공공 라이선스 공통 / 교육기관 라이선스 별도입니다.
* 제조사 웹 사이트에서 사용 라이선스를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품명

Professional VNC Connect - Enterprise subscription 1 year

Enterprise VNC Connect - Professional subscription 1 year

구분 제품명

Remote Control Radmin Standard User License

HelpDesk Radmin - Help Desk License

Add On Additional 5-Client Access License

· 제품 종류

· 제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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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전문 기업 (주)이노블록

특장점 내용

매크로 해킹방지 투표 시 이중 사용자인증 절차를 통해 매크로를 이용한 공격에 대응

블록체인기반 위변조 방지
모든 데이터를 2중 암호화 하여 관리.
SQL-Injection, Parameter Manipulation, Session Hijacking 등의 공격방어에 최적화 되어있음

블록체인기반 모니터링
개표 검증 및 투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투표(즉, Transaction)는 실시간으로 검증/암호화 처리
되어 블록에 저장되고,생성된 트랜잭션은 블록단위, 트랜잭션 단위 별로 모니터링이 가능

블록체인기반 개표 검증
개표 검증 내역 및 개표 권한 분할 관리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개표 결과 값의 유효성을 검증

특장점 내용

손쉬운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블록체인 플랫폼 인스턴스와 필요한 관련 자원을 내장된 형태로 간편하게 프로비전
(컨테이너, 스토리지, SDK/API 등)

참여자만의 독립된 트랜잭션
네트워크 참여자간 생성되는 트랜잭션의 보안성 보장

블록생성 권한, 분산원장의 접근권한, 분산원장 기록 권한 등 노드(참여자)별 다양한 접근 권한 설정

효율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네트워크, 노드, 트랜잭션, 블록 등의 상태 대시보드를 통한 관리와 이상징후 파악하여 조치

대시보드를 통한 자원 관리를 통해 선제 대응 체계 수립 가능

서비스 어플리케이션과
블록체인 트랜잭션의 통합

참여자의 등록과 추가, 스마트컨트랙트 배포, 이벤트 등록, 트랜잭션 실행, 분산원장 조회 지원

외부의 어플리케이션, 합의 알고리즘 등을 손쉽게 이노블록 플랫폼에 통합 가능

InnoBlock은 블록체인 기술의 선구자로써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블록체인 

연구개발 경험을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적용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노보팅 (Inno-Voting) v1.0

이노보팅 (Inno-Voting)은 블록체인기반의 투표 시스템으로 유권자의 개인정보와 

투표내용은 보호되고 투명하고 신속한 투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학교/공공주택/지방 

자치단체/정당/기업 등 의사 결정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이노블록 플랫폼 (InnoBlock Platform) v1.0

이노블록 플랫폼 (InnoBlock Platform)은 기업의 비즈니스에 최적화 된 블록체인 환경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블록체인 통합 솔루션으로, 블록체인 

프레임워크와 운영관리/모니터링 SW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Web

Web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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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UI를 구현해주는 ActiveX Control 소프트웨어

CODEJOCK은 Visual C ++ MFC 및 ActiveX COM 기술에 대한 구성 요소 및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풍부하고 견고한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여 고객이 시간과 예산에 맞춰 전문적인 현대적 외관을 갖춘 엔터프라이즈 급 응용 프로그램

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개발자 라이선스로 개발자 인원 수만큼 구매하시면 됩니다.
* 상업/교육/공공/개인 구분 없습니다.

· 제품 종류

구분 제품명 라이선스 타입

Visual C++ MFC

Toolkit Pro
- Developer License

License Plus 30days Maintenance

License Plus 1year Maintenance

1year Maintenance Renewal

Skin Framework Bundle
- Developer License

License Plus 30days Maintenance

License Plus 1year Maintenance

1year Maintenance Renewal

ActiveX COM

Suite Pro
- Developer License

License Plus 30days Maintenance

License Plus 1year Maintenance

1year Maintenance Renewal

Skin Framework Bundle
- Developer License

License Plus 30days Maintenance

License Plus 1year Maintenance

1year Maintenance Renewal

Toolkit Pro

모든 Visual C ++ 제품을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하여 가장 포괄적인 

MFC 구성 요소 컬렉션을 제공합니다.

Suite Pro

모든 ActiveX 컨트롤을 하나의 
제품으로 묶어 개발자가 ActiveX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전문 Windows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앱 UI를 구현해주는 ActiveX Control 소프트웨어

CODEJOCK은 Visual C ++ MFC 및 ActiveX COM 기술에 대한 구성 요소 및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풍부하고 견고한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여 고객이 시간과 예산에 맞춰 전문적인 
현대적 외관을 갖춘 엔터프라이즈 급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Toolkit Pro
ToolkitPro는 모든 Visual C ++ 제품을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하여 가장 포괄적인 
MFC 구성 요소 컬렉션을 제공합니다.

Suite Pro
Suite Pro는 모든 ActiveX 컨트롤을 하나의 제품으로 묶어 개발자가 ActiveX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전문 Windows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구분 제품명 라이선스 타입

Visual C++ MFC

Toolkit Pro 
- Developer License

LICENSE PLUS 30 DAYS MAINTENANCE

LICENSE PLUS 1 YEAR MAINTENANCE

1 YEAR MAINTENANCE RENEWAL

Skin Framework Bundle
- Developer License

LICENSE PLUS 30 DAYS MAINTENANCE

LICENSE PLUS 1 YEAR MAINTENANCE

1 YEAR MAINTENANCE RENEWAL

ActiveX COM

Suite Pro 
- Developer License

LICENSE PLUS 30 DAYS MAINTENANCE

LICENSE PLUS 1 YEAR MAINTENANCE

1 YEAR MAINTENANCE RENEWAL

Skin Framework Bundle
- Developer License

LICENSE PLUS 30 DAYS MAINTENANCE

LICENSE PLUS 1 YEAR MAINTENANCE

1 YEAR MAINTENANCE RENEWAL

제품종류

* 개발자 라이선스로 개발자 인원 수만큼 구매하시면 됩니다.
* 상업/교육/공공/개인 구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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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NET 개발에 특화된 개발 컴포넌트

DevExpress는 Winforms, ASP.NET, MVC, WPF, Silverlight, Html5 등 다양한 .NET 기반 환경에서 제작하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최적화된 개발 컴포넌트 패키지입니다.

* 전 제품 12 months of free updates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발자 라이선스로 개발자 인원 수만큼 구매하시면 됩니다.
* 상업/교육/공공 구분 없습니다.
* 제조사 웹 사이트의 구매 시 등록한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 후 라이선스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종류

구분 제품명

Visual Studio 
Products

Universal Subscription

DXperience Subscription

WinForms Subscription

WPF Subscription

ASP.NET Subscription (with DevExtreme)

DevExtreme Subscription (Priority Support)

Delphi Products

VCL Subscription

ExpressGridPack Subscription

ExpressQuantumPack Subscription

ExpressNavigationPack Subscription

Add On Products

Office File API Subscription (.NET 4.0+ 필요)

Windows 10 Apps Subscription

Reporting Subscription

Universal

DevExpress에서 제공하는 모든
 .NET 제품을 포함하는 패키지

Professional

DevExpress에서 제공하는 모든 
.NET Control과 CodeRush를 포함하는 패키지

User Interface
Components

Reporting and
Dashboards

Business App
Framework(XAF)

Office
FIle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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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및 모바일 앱용 JavaScript 차트

FusionCharts Suite 

XT 포함내역

FusionCharts XT, 

FusionMaps XT, 

PowerCharts XT, 

FusionWidgets XT

FusionExport

전체 대시 보드를 

여러 형식으로 내보냄 

(PDF, 이미지), D3.js, 

HighCharts, Echarts 및 

모든 단일 JavaScript를 

지원

FusionTime

자바 스크립트로 

고성능 시계열 

시각화 및 주식 차트 

만들기 (HTML5)

Infosoft Global의 FusionCharts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된 90여개의 차트 유형과 900여개의 맵을 제공하며 

대시 보드, 보고서, 분석 응용 프로그램, 설문 조사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가 쉽고, iOS 및 안드로

이드를 비롯 최신 OS와 브라우저에 안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Apple, Google, Cisco, Facebook, Intel, LinkedIn, 

Microsoft, HP와 같은 글로벌 기업을 비롯 전세계 120여개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 제품 종류

* 전 제품 영구라이선스 입니다.
* 전 제품 Unlimited Support & Upgrades - 1 year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조사 웹 사이트의 구매 시 등록한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 후 라이선스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품명

FusionCharts 
Suite XT

FusionCharts Suite - Single Developer License

FusionCharts Suite - 5 Developer License

FusionCharts Suite - 10 Developer License

FusionCharts Suite - Enterprise License

SaaS license - SaaS 애플리케이션 용 (별도 견적진행)

OEM license -
온 프레미스 응용 프로그램 (OEM)으로 재배포하는 경우
(별도 견적진행)

FusionExport Sever License (별도 구성 및 견적진행)

FusionTime 별도 구성 및 견적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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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트롤

GrapeCity의 ComponentOne제품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NET 앱 개발을 위한 개발 컴포넌트 

제품입니다. 그리드, 테이블, 차트, 일정, 메뉴, 도구모음, 툴바, 데이터 입력 유효성 검사, MS Office 스타일바와 같은 

다양한 컨트롤을 제공하므로, 개발자는 쉽고 빠르게 앱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GrapeCity의 Spread제품은 Microsoft Excel과 유사한 스프레드시트 기능을 제공하는 개발 컴포넌트입니다. 

Spread는 사용자에게 친숙한 스프레드시트/그리드와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은 물론, 고급 차트 및 재무 모델링과 

위험분석, 예산 책정, 보험, 과학 등 여러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Microsoft Exel을 

통합할 수 있는 문서 기능을 지원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업/교육/공공 구분 없습니다.
*  제품 설치시 설치 되는 License Manager 에서 라이선스를 관리 합니다.  재설치 시 이전에 설치한 PC에서 비활성화를 먼저 진행 해야합니다.

* 상업/교육/공공 구분 없습니다.
* 제품 설치시 설치 되는 License Manager 에서 라이선스를 관리 합니다.
재설치 시 이전에 설치한 PC에서 비활성화를 먼저 진행 해야합니다.

구분 제품명

.NET Spread.NET

JavaScript

SpreadJS

SpreadJS - Designer Source Code License

SpreadJS Distribution License

Server Spread.Services

COM SpreadCOM

구분 제품명

Multi-Platform
ComponentOne Ultimate

ComponentOne Studio Enterprise

Single-Platform

ComponentOne Studio for WinForms

ComponentOne Studio for ASP.NET Web Forms

ComponentOne Studio for ASP.NET MVC

ComponentOne Studio for ActiveX

· 제품 종류

· 제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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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차트 및 다이어그램을 제공하는툴

Highcharts는 현대적인 SVG기반의 멀티플랫폼 차트 작성 라이브러리입니다.  웹과 모바일 프로젝트에 대화형 차트

를 쉽게 추가할 수 있으며, 강력한 기능 세트와 사용 편의성, 철저한 문서화 등으로 개발자가 선호하는 제품입니다.

* 영구 라이선스 입니다.
* 상업/교육/공공 구분 없습니다.
* 제조사 웹 사이트의 구매 시 등록한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 후 라이선스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품명

Highcharts The Highcharts JS Library

Additional Packages

Stock

Maps

Gantt

· 제품 종류

대중적인 차트 라이브러리

Highcharts는 순수 JavaScript로 작성된 차트 라이브러리로, 웹 사이트 나 웹 응용 프로그램에 대화

식 차트를 추가하는 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Highcharts는 현재 서포트라인, 스플라인, 영역, 영역 

라인, 열, 막대, 원형, 산포도, 각도 게이지, 영역, 면적 범위, 기둥, 상자 플롯, 오류 막대, 깔때기, 폭포 및 

극좌표 차트 유형을 지원합니다.

HIGHCHARTS

고성능, 금융 차트 라이브러리

웹 및 모바일 앱용 주식 또는 일반 타임 라인 차트를 만듭니다. 40 가지가 넘는 내장 기술 지표를 통해 

정교한 탐색, 주석 및 클라이언트 측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두 순수한 JavaScript로 제공됩니다.

HIGHSTOCK

대중적인 매핑 라이브러리

하이 맵은 웹 기반 프로젝트에서 설계도 맵을 생성하기위한 표준 기반 방법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친화적 인 Highcharts JavaScript API를 확장하고 웹 개발자가 영업, 선거 결과 또는 지리와 관련된 

기타 정보를 표시 할 수있는 대화식지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HIGH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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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차트 및 다이어그램을 제공하는툴 프로토타입을 제공하는 개발 컴포넌트

Infragistics는 데스크톱 Control, 모바일 Control, 웹 Control 등 다양한 개발환경에서 고성능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개발 컴포넌트 패키지입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부터 개발자들에게 대화형 프로토타입을 

제공하기 때문에, 처음 이 제품을 접하는 개발자들도 이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쉽게 개발 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종류

구분 제품명

For Developers

Infragistics Ultimate Subscription

Infragistics Professional Subscription

Ultimate UI for ASP.NET Subscription 

Ultimate UI for Windows Forms Subscription 

Ultimate UI for WPF Subscription 

Ignite UI for Angular Subscription 

Ignite UI for React Subscription 

Ignite UI for jQuery Subscription 

Ignite UI for ASP.NET MVC Subscription Subscription 

Ignite UI for ASP.NET Core Subscription Subscription 

Ignite UI for Web Components Subscription 

Ignite UI Subscription

Ultimate UI for Xamarin Subscription 

For UX
Indigo.Design Professional - Year Subscriptionly

Indigo.Design Enterprise - Year Subscriptionly

* 전 제품 1년 Support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발자 라이선스로 개발자 인원 수만큼 구매하시면 됩니다.
* 상업/교육/공공 구분 없습니다.
* 제조사 웹 사이트의 구매 시 등록한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 후 라이선스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Ultimate

WEB, DESKTOP, MOBILE 앱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비롯, 앱 제작 마법사 단계별 제작가이드 

동영상을 제공하므로 앱을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Professional

Indigo Design Enterprise기능을 제외하고 
Ultimate와 지원기능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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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플랫폼 환경에서의 차트 제작 컴포넌트

Software FX의 Chart FX는 다양한 플랫폼 환경에서 데스크톱 및 서버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개발자들이 

차트 생성 및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상업/교육/공공 구분 없습니다.
* 제조사 라이선스 서버가 라이선스를 체크 하며 재설치 시 꼭 이전에 설치한 서버에서 Uninstall 하여 라이선스를 회수 해야 합니다.

구분 제품명

Studio FX

Studio FX Subscription

- Chart FX 의 모든 개발 플랫폼에 대한 개발 라이선스로 사용가능

- 1년간 기술지원 라이선스 + 업그레이드 포함.

   (서비스팩 & 버그패치 지원, 우선 기술지원, 제품 설치 및 재설치 승인)

Visual Studio Product

Chart FX 8 - Full Version

(무료 Windows Forms component license 포함)

** 포함 내역 **

1 x Windows Form + Web Forms 개발 라이선스

1 x PRODUCTION SERVER (웹 배포) 라이선스

1 x TEST SERVER (테스트) 라이선스

1 x 1년 기술지원

Java Product

Chart FX 8 for Java - Full version

** 포함 내역 **

1 x 개발 라이선스

1 x PRODUCTION SERVER (웹 배포) 라이선스

1 x TEST SERVER (테스트) 라이선스

1 x 1년 기술지원

COM Product

Chart FX 6.2 for COM - Full version

** 포함 내역 **

1 x Chart FX Client Server 개발 라이선스

1 x Chart FX Internet 개발 및 테스트 라이선스

1 x Chart FX Internet 웹 배포 라이선스

1 x 1년 기술지원

HTML/Javascript 

Products

jChartFX Plus Development License + Support

jChartFX Plus Single-Domain License

jChartFX Plus OEM License

· 제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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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NET 및 JavaScript 프레임워크용 UI 컴포넌트

Progress의 Telerik은 모든 플랫폼(웹모바일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앱 제작을 위한 개발 컴포넌트를 공급합니다. 

Telerik 제품은 전세계 수많은 개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 중 하나이며, 제품 UI가 타 제품들에 비해 훨씬 미려

한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 개발자 라이선스로 개발자 인원 수만큼 구매하시면 됩니다.
* 상업/교육/공공 구분 없습니다.
* 제조사 웹 사이트의 구매 시 등록한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 후 라이선스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종류

구분 제품명

Telerik DevCraft 
(Product Bundles)

Telerik DevCraft Complete

Telerik DevCraft Ultimate

Telerik DevCraft UI

Telerik Kendo UI

Progress Kendo UI Developer License

Progress Kendo UI + ASP.NET (MVC & Core) Developer License

Progress Kendo UI + ASP.NET (MVC & Core), PHP, JSP Developer License

Progress Kendo UI + PHP Developer License

Progress Kendo UI + JSP Developer License

Telerik UI for ASP.NET AJAX Progress Telerik UI for ASP.NET AJAX Developer License

Telerik UI for Silverlight Progress Telerik UI for Silverlight Developer License

Telerik UI for WinForms Progress Telerik UI for WinForms Developer License

Telerik UI for WPF Progress Telerik UI for WPF Developer License

Telerik Reporting Progress Telerik Reporting Developer License

Telerik UI for Xamarin Progress Telerik UI for Xamarin Developer License

Telerik JustMock Progress Telerik JustMock Developer License

Test Studio

Progress Test Studio Web & Desktop Perpetual License

Progress Test Studio Ultimate Perpetual License

Progress Test Studio Runtime Perpetual License

Progress Sitefinity
(A .NET CMS with an elegant API and 
Telerik tools included)

Professional Edition

Online Marketing Edition

Enterprise Edition

Telerik DevCraft

.NET 컨트롤, Kendo UI 자바 스크립트 
구성 요소,보고, 자동화 된 테스트 및 생산성

Telerik Kendo UI

반응형 웹 및 데이터 시각화를위한 jQuery, Angular, React 및 Vue
를 포함한 JavaScript 프레임 워크 용 UI 컴포넌트

Telerik Reporting

웹, 모바일 및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을위한 
완벽한 .NET 레포팅 솔루션

Telerik DevCraft

웹, 모바일 및 데스크톱을위한 궁극적 인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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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포인트 차트 그리기 소프트웨어

Think-cell은 파워포인트에 Add-in형태로 결합되어 컨설팅, 뱅킹 업무에서 사용하는 분석적인 차트를 비롯, 

water-fall, Mekko, Gantt Chart 등 다양한 차트를 손쉽게 그려주는 제품입니다.

* 신규 구매는 5Users이상 구매 가능합니다.

* 전제품 연간라이선스 입니다.

* 상업/교육/공공 구분 없습니다.

* 재설치 시 이전 설치한 SW 를 Uninstall 하여 라이선스를 회수 해야합니다.

구분 제품명

Think-Cell Think-Cell annual license 5 Users

40여가지 이상의
다양한 차트 지원

레이아웃 및 특수문자
폰트 교체 지원

PPT와100% 호환
및 타유저 수정가능

· 제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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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맞춤형 컴포넌트 개발툴

TMS Software는 VCL, FMX, LCL, FNC, ASP.NET, .NET, IntraWeb 컴포넌트 개발등의 전문 소프트웨어 뿐만아니라 

Windows, Web, Android, iOS, macOS, Linux, Node.js 개발 프로젝트와 교육, 컨설팅 프로젝트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개발 회사입니다.

* 전 제품 영구라이센스 입니다.
* 상업/공공/교육 구분 없습니다.
* 제조사 웹 사이트의 구매 시 등록한 회사 계정에서 라이선스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품명

ALL - 전 제품 사용가능
TMS ALL-ACCESS
- 1 year subscription to the entire product range

VCL Components
For Delphi & C++Builder

TMS VCL Subscription

TMS Component Studio

TMS Component Pack

FMX Components

TMS FMX Component Studio

TMS mCL

TMS FMX UI Pack

IntraWeb Components
For Delphi & C++Builder

TMS IntraWeb Component Studio

TMS IntraWeb Component Pack Pro

TMS IntraWeb Component Pack Pro Script Edition

.NET Components
For Microsoft Visual Studio
.NET & Delphi Prism

TMS FlexCel Studio for .NET

· 제품 종류

FMX Components

FireMonkey 크로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개발 (Windows / macOS / iOS / Android)을 위한 구성 요소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IntraWeb Components

그리드, 고급 편집, 플래너, 쿼리 도구, 탐색 컨트롤, 차트 등을 포함하여 웹 프레임 워크 용 IntraWeb / VCL을 사용

하여 풍부한 기능의 웹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컴포넌트 툴입니다.

VCL Components

UI 구성 요소, 직렬 통신, 스크립팅, Excel / PDF보고, 사용자 관리, 일정 관리, 유니 코드, 계측 제어, 플러그인 프레임 

워크,다이어그램 작성, 워크 플로, 메일 병합 등 Windows 응용 프로그램 개발의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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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제품은 1조 (Copy) 구매 시 SW라이센스 사용(Server단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주요기능 및 특장점

· 제품 종류

로그인 통제

- 로그인 시, 2-Factor 인증 강제화

- 접근 IP 및 프로토콜 통제

- 사용자별 su 계정 통제 

세션 통제

-  프로세스 동작 감지를 통한 명

령어 차단

계정 관리

- 로그인 시, 2-Factor 인증 강제화

- 접근 IP 및 프로토콜 통제

- 사용자별 su 계정 통제 

녹화/재생

- 로그인 시, 2-Factor 인증 강제화

- 접근 IP 및 프로토콜 통제

- 사용자별 su 계정 통제 

감사

- 로그인 시, 2-Factor 인증 강제화

- 접근 IP 및 프로토콜 통제

- 사용자별 su 계정 통제 

특권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제어 솔루션

ACRA Point는 시스템(서버/DB/네트워크)의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와 비 인가자의 접근 통제 및 특권 사용자의 

작업 활동을 통제 및 모니터링 함으로써 시스템을 보호하고, 이를 감사(Audit)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제품명 구분 설명

ACRA Point V2.4

ACRA Point V2.4, Manager Server
시스템 접근제어, 모니터링, 계정 관리 및 감사 기
능 등을 제공하는 관리 Manager Server 입니다.

ACRA Point V2.4, Node for Agent
관리 대상 시스템에 설치되어 Manager와 통신
하며, 시스템 접근 제어 및 계정관리 기능을 제공
합니다.

ACRA Point V2.4, Node for Proxy
별도의 설치 없이 Manager 서버에 구성되어 시
스템 접근 제어 및 계정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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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신뢰하는 원격 데스크톱 도구

* 전 제품 연간라이선스 입니다.
* 상업/교육/공공 구분 없습니다. 개인사용자는 무료입니다.
* 제조사 웹 사이트의 구매 시 등록한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 후 라이선스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TeamViewer는 전 세계가 신뢰하는 안전한 원격 지원, 원격 액세스 및 온라인 회의 소프트웨어 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포함한 모든 기기에 원격연결 제공을 합니다.

구분 제품명

TeamViewer

TeamViewer Business Subscription

- 1명의 라이선스 사용자

- 회의당 최대 5명의 참가자

TeamViewer Premium Subscription

- 최대 50명의 라이선스 사용자

- 1채널 / 동시 사용자

- 회의당 최대 15명의 참가자

- servicecamp (ServiceDesk)

TeamViewer Corporate Subscription

- 최대 200명의 라이선스 사용자

- 3채널 / 동시 사용자

- 회의당 최대 25명의 참가자

- TeamViewer MSI 패키지 포함

- servicecamp (ServiceDesk)

Add On

MDS 기능 - 모바일 기기 지원 (채널 당)

- 컴퓨터에서 모바일 기기(iPad/iPhone/Android) 지원

AddOn 채널 13

- 동시 사용자용 채널

- TeamViewer Premium/Corporate용 추가 세션 채널

Salesforce Add-on

AddOn Staff Agents

가장 광범위한 기능을 안전한 원격 데스크톱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차 플랫폼 접속 다자간 지원 세션 원격 장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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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너리코드를 변환해주는 소프트웨어

Hex-Rays의 IDA는 IDA 플러그인과 연동하여 바이너리 코드(기계어)를 어셈블리 코드로 변환해 주는 디스어셈블

러 기능과, 디버깅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이 제품은 보안 기업(안티바이러스 백신, 취약점 솔루션 등)

과 대형 소프트웨어 개발사, 게임업체, 군 및 정부기관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Decompiler 제품 구매시 IDA license는 필수 입니다.
* 영구 라이선스 입니다.
* 모든 신규 라이선스는 1년간의 지원 및 무료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 상업/교육/공공 구분 없습니다.
* 제품 설치시 설치 되는 License Manager 에서 라이선스를 관리 합니다.

구분 제품명

Computer License

IDA Starter Computer License

IDA Pro Computer License

x86 Decompiler Fixed License

x64 Decompiler Fixed License

ARM32 Decompiler Fixed License

ARM64 Decompiler Fixed License

PowerPC Decompiler Fixed License

Floating License

IDA Starter Floating License

IDA Pro Floating License

x86 Decompiler Floating License

x64 Decompiler Floating License

ARM32 Decompiler Floating License

ARM64 Decompiler Floating License

PowerPC Decompiler Floating License

널리 사용되는 x86 및 ARM 프로세서를 비롯하여 20 개 이상의 프로세서 제품군을 지원합니다.IDA Starter

50개 이상의 프로세서 제품군을 지원하고 64 비트 파일 (Intel x86-64 코드 포함)에 대한 지원을 

추가합니다.

IDA Professional

‘Hex-Ray IDA Pro’에 플러그인 제품으로 사용되어, 바이너리 (Binary) 파일을 Pseudo 

code(C 언어)로 변환해주는 디컴파일러(Decomplier) 플러그인입니다. x86, x64, ARM32, 

ARM64 및 PowerPC 등 5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comp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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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를 처리, 프로그램 생성 및 조작하는 툴

ITEXT의 소프트웨어 툴킷은 사용자에게 세계에서 가장 잘 문서화되고 가장 다재다능한 PDF 엔진(Java 및 .NET으로 

작성)을 제공하고, 또한 PDF 기능을 워크플로 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이나 프로세스, 제품에도 통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PDF 문서 프로세스 자동화

PDF의 생성 및 변경, 데이터베이스, 웹 페이지 및 웹 서식(XML, HTML, CSS 등) 에서 PDF로

의 변환을 비롯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함으로써 효율성을 한층 높이는 한편, 글로벌 표준

(PDF 2.0)을 따르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복잡한 문서 프로세스 단순화

기존의 PDF를 나누거나 여러 PDF를 하나로 병합하고, 텍스트를 추가하여 PDF를 편집하거나 

페이지를 복사, 내보내기, 나누기로 변경하고, 구조를 다양화하며, 바코드, 워터마크, 도장과 

같은 콘텐츠를 편집합니다.

프로그래밍으로 사용자 정의

Java 또는 .NET을 사용하여 문서 요구에 완벽하게 맞는 PDF를 사용자 정의하십시오. 대화형 

PDF 양식(AcroForm 및 XFA)을 생성하거나, 대화형 기능을 추가하고, 디지털 서명을 허용

하거나,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워크플로우를 위한 PDF 솔루션

영수증, 청구서, 보고서와 같은 PDF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PDF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점검, 

분석,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페스티벌 티켓이나 책과 같은 체계적이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고품질로 인쇄 할 수 있습니다.

* 전 제품 1년 Support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업/교육/공공/ 구분 없습니다.
* 재설치 시 이전 설치한 SW 를 Uninstall 하여 라이선스를 회수 해야합니다.

구분 제품명

Server License
iText 7 Core - Production Server License

iText 7 Core - Non-Production Server License

End-User
Device License

iText 7 Core - Production End-User Device License

iText 7 Core - Non-Production End-User Device License

Volume License
- 연간라이선스

iText 7 Core - Volume One App License

iText 7 Core - Volume Unlimited App License

pdf2DATA
pdf2Data - Perpetual Add-On License

pdf2Data - Annual Subscription

OEM License
iText 7 Core - Distribution Server License

iText 7 Core - Distribution End-User Devic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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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포트와 함께하는 벤더사 리스트
Acro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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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교육을 지원해주는 강의실

블루포트 교육장은 강남역 8번 출구 대각빌딩에 위치한 강의실형 교육장 입니다.

· 예약시 주의사항

· 이용안내

1. 주차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 대관료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전액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3. 예약취소 : 1주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가능합니다.

 1주일 이내 예약취소시 위약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일 3일전 : 해당 대관비의 30%

 사용일 1일전 : 해당 대관비의 50%

4. 날짜변경은 예약이 안되어 있는 일자에 한하여 1회 변경 가능합니다.

1.  평일 09시부터 22시까지 대관예약이 가능합니다. 

(평일 18시 이전까지는 최소 2시간이상 대관가능, 18시 이후부터는 최소 3시간이상 대관가능합니다.)

2.  토요일, 일요일에도 대관예약 가능합니다. 

(주말은 반일 4시간 또는 종일 8시간 이상 대관만 가능합니다.)

3. 무료로 A3사이즈의 웰컴보드를 제작해 드립니다.

4. 예약문의 : 02-567-9169 또는 marketing@blueport.co.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입금정보 : 신한은행 140-012-781059  예금주 – ㈜블루포트 박재영  

(온라인 카드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대교육장 (40인실) 소교육장 (18인실)

블루포트 교육장

· 시설안내

빔프로젝터 노트북 WIFI 화이트보드(TV) 무선마이크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정수기 종이컵 멀티탭 화장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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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02-567-8920

유통사업팀 02-567-8920 (내선2번)

한컴사업본부 1899-9484

(주) 블루포트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서초동, 대각빌딩) 12층

TEL. 02-567-8920      FAX. 02-567-9170

WEBSITE. http://www.bluepo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