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분류 솔루션명 라이선스 기술지원 홈페이지 제품개요

1 OS FreeBSD FreeBSD License community https://www.freebsd.org/
최신 서버, 데스크탑 및 임베디드 플랫폼 을 구동하는 데 사용되
는 운영 체제

2 OS Arch Linux GPL and Various licenses community https://www.archlinux.org/ 가볍고 단순함을 목표로 개발되어 배포되는 리눅스 운영체제

3 OS Kubuntu Various prof/community https://kubuntu.org/
우분투를 기반으로 KDE 데스크톱 환경을 사용하는 리눅스 배포
판

4 OS Mageia GPL & Various others prof/community http://www.mageia.org Mandriva 리눅스 배포판에서 파생된 프랑스 리눅스 운영체제

5 OS 데비안(Debian) GPL & Various others prof/community https://www.debian.org GNU/Linux의 공식 리눅스 운영체제

6 OS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RedHat Enterprise Linux)

GPL & Various others prof https://www.redhat.com/ko
레드햇에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운영체
제

7 OS 리눅스민트(Linux Mint) GPL& Various License community https://www.linuxmint.com/ 우분투 기반 리눅스 배포판, GUI 강점 및 일부독점SW 포함

8 OS 만자로(Manjaro) GPL community https://manjaro.org 아치리눅스 기반 리눅스 배포판, 사용이 쉽고 개인용 컴퓨터 대상

9 OS 센트OS(CentOS) GPL & Various others prof/community https://www.centos.org/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운영체제의소스코드를 그대로 빌드
하여 배포하는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운영체제

10 OS 수리눅스(SUlinux) GPL & Various others prof https://www.sulinux.net/web/
슈퍼유저코리아에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보안 최적화된 서버
전용 리눅스 운영체제

11 OS
수세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SUSE Enterprise Linux)

GPL & Various others prof https://www.suse.com/ 노벨에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리눅스 운영체제

12 OS 안녕리눅스(Annyung Linux) GPL & Various others community http://annyung.oops.org
가볍고 한글환경 설정에 최적화된 레드햇 기반의서버전용 리눅스
운영체제

13 OS 오라클 리눅스(Oracle Linux) GPL & Various others prof https://www.oracle.com/linux/index.html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기반으로 오라클에서 개발하여 판
매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운영체제

14 OS 오픈수세(OpenSUSE) GPL & Various others prof/community https://www.opensuse.org/
노벨사에서 후원하는 오픈 수세 프로젝트에서 개발하여 배포하는
리눅스 운영체제

15 OS 우분투(Ubuntu) GPL & Various others prof/community https://www.ubuntu.com/
캐노니컬(Canonical)에서 후원하는 데비안 기반의리눅스 운영체
제로 데스크톱 분야에서 가장많은 유저층을 확보한 인기 있는 배
포판

16 OS 젠투(Gentoo) GPL & Various others community https://www.gentoo.org/
사용자 취향에 따라 자신의 시스템에 최적화 할 수있는 고급 사용
자용 리눅스 운영체제

17 OS 페도라(Fedora) GPL & Various others prof/community https://getfedora.org/
레드햇에서 후원하는 페도라 프로젝트에서 개발하여 배포하는 리
눅스 운영체제

18 OS 하모니카(HamoniKR) GPL prof/community http://hamonikr.org 리눅스민트(Linux Mint) 기반의 한글화된 개방형 OS

19 WAS Eclipse GlassFish GPL & CDDL prof/community https://glassfish.org/
Eclipse GlassFish는 Eclipse Foundation에서 후원 하는
Jakarta EE 플랫폼

20 WAS WildFly LGPL prof/community http://www.wildfly.org 이전 이름 JBoss로 자바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소스 미들웨어

21 WAS uWSGI
GPL-2.0

with linking exception
prof/community https://uwsgi-docs.readthedocs.io/en/latest/호스팅 서비스 빌드를 위한 풀 스택 개발에 초점을 둔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https://www.linuxmint.com/
https://manjaro.org/
https://www.centos.org/
https://www.sulinux.net/web/
https://www.suse.com/
http://annyung.oops.org/
https://www.oracle.com/linux/index.html
https://www.opensuse.org/
https://www.ubuntu.com/
https://www.gentoo.org/
https://getfedora.org/
http://hamonikr.org/
https://glassfish.org/
http://www.wildfly.org/
https://uwsgi-docs.readthedocs.io/en/latest/


No 분류 솔루션명 라이선스 기술지원 홈페이지 제품개요

22 WAS 레진(Resin) GPL & Resin Professional prof/community http://www.caucho.com caucho technology의 웹서버 및 자바 애플리케이션 서버

23 WAS
아파치 톰캣

(Apache Tomcat)
Apache-2.0 prof/community http://tomcat.apache.org 아파치 서블릿/JSP 컨테이너

24 WAS 제티(Jetty) Apache-2.0 (6.0), community http://www.eclipse.org/jetty/
정적 및 동적 컨텐츠를 제공 할 수있는 HTTP 서버 및 Servlet 컨
테이너를 제공

25 WAS 조프(Zope) Zope Public License community http://www.zope.org 파이썬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26 WEB Apache HTTP Server Apache-2.0 prof/community http://httpd.apache.org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웹서버

27 WEB AppServ GPL-2.0 Community http://www.appservnetwork.com
Apache, PHP, and MySQL 을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합 패키지

28 WEB Cherokee GPL-2.0 community http://cherokee-project.com
경량화된 오픈소스 크로스 플랫폼 웹서버. 그래픽한 관리자 인터
페이스 제공

29 WEB EasyPHP GPL-2.0 prof/community http://www.easyphp.org PHP개발 및 웹호스팅을 위한 WAMP환경 구성 패키지

30 WEB Hiawatha GPL-2.0 community https://www.hiawatha-webserver.org/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가능하며 보안, 사용편의성, 경량화에 초점
을 맞춘 웹서버

31 WEB Lighttpd BSD community http://www.lighttpd.net 보안, 속도, 유연성, 융통성이 뛰어난 경량웹서버

32 WEB Mongoose GPL-2.0 and commercial prof/community https://cesanta.com/ 크로스 플랫폼 내장 웹서버 및 네트워킹 라이브러리

33 WEB Monkey HTTP Server LGPL, Apache-2.0 community http://monkey-project.com Linux 및 OSX를 위한 가볍고 강력한 웹 서버 및 개발 스택

34 WEB NaviServer MPL prof/community https://wiki.tcl-lang.org/page/NaviServerC와 Tcl로 작성된 프로그래밍 가능한 웹 서버

35 WEB Nginx 	BSD-2-Clause community http://nginx.org 웹서버 소프트웨어로 경량화와 높은 성능이 폭표

36 WEB Thttpd BSD licenses variant community http://www.acme.com/software/thttpd/간단하고 작고 휴대 가능하며 빠르고 안전한 HTTP

37 WEB Tornado Apache-2.0 community http://www.tornadoweb.org/en/stable
FriendFeed 에서 개발 된 Python 웹 프레임 워크 및 비동기 네트
워킹 라이브러리

38 WEB XAMPP GPL Community https://www.apachefriends.org/index.html
PHP개발환경 패키지로써 Apache, MySQL, PHP, Perl 설치에
용이

39 DBMS H2 EPL, MPL community http://www.h2database.com/html/main.html
자바로 작성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자바 애플
리케이션에 임베드하거나 클라이언트-서버 모드에서 구동

40 DBMS HSQLDB BSD community http://www.hsqldb.org
인 메모리 및 디스크 기반 테이블의 멀티 스레드 및 트랜잭션 데
이터베이스 엔진

41 DBMS VoltDB
AGPL-3.0,

Proprietary License
prof/community http://voltdb.com/

표준SQL, ACID, 비공유구조, 다중 노드 클러스터링을 지원하는
인메모리 기술

42 DBMS eXperDB
GPL-3.0,

PostgreSQL licence
prof/community http://www.experdb.com/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의 기반으로 상용화된 관계형 데이터베
이스 솔루션

43 DBMS 마리아DB(MariaDB) GPL-2.0, LGPL prof/community https://mariadb.org/
오픈소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MySQL과 동일한 소
스 코드를 기반

44 DBMS 마이에스큐엘(MySQL) GPL-2.0 prof/community https://www.mysql.com/ 포괄적인 고급기능, 관리도구 및 기술 지원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45 DBMS 아파치 더비(Apache Derby) Apache-2.0 community http://db.apache.org/derby/
IBM에서 기증한 cloudscape 소스 기반으로 개발된 Java 기반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46 DBMS 오라클 버클리 DB (Oracle Berkeley DB)
AGPL or commercial,

Sleepycat License
prof/community https://www.oracle.com/technetwork/database/database-technologies/berkeleydb/overview/index.html

고성능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베디드 키-값 데이터베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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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DBMS 큐브리드(CUBRID) GPL-2.0 & BSD prof/community http://www.cubrid.com
인터넷 서비스 최적화를 목표로 개발된 국산 엔터프라이즈급 데
이터베이스

48 DBMS 파이어버드(Firebird) DPL & IPL community http://www.firebirdsql.org/ 모질라에서 제공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49 DBMS 포스트그레스큐엘(PostgreSQL) PostgreSQL licence prof/community https://www.postgresql.org/
확장 가능성 및 표준 준수를 강조하는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50 DBMS BerkeleyDB AGPL/Apache2.0 Prof/Community https://www.oracle.com/database/technologies/related/berkeleydb.html
키-값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고성능 엠베디드 데이터베이스를 제
공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51 DBMS RethinDB
Apache-2.0 (client driver)

AFPL(server)
community https://rethinkdb.com/ 실시간 웹 애플리케이션 구축을위한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52 DBMS 에스큐엘라이트(SQLite) Public domain Community https://www.sqlite.org/
임베디드용 관계형데이타베이스이고, PostgreSQL 문법과 유사
함

53
DBMS

(Database
Engine)

TokuDB
Modified GPL-2.0,
Proprietary EULA

prof/community https://www.percona.com/software/mysql-database/percona-tokudbMySQL, MariaDB의 성능향상을 위한 고성능 스토리지 엔진

54 Graph Database FlockDB Apache-2.0 community
https://github.com/twitter/flock
db

Twitter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분산 그래프 데이터 보관용
데이터 베이스

55
GIS Database

extender
PostGIS GPL-2.0 community http://www.postgis.net

PostgreSQL 객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공간 데이터베이
스 확장기로 일반 DBMS인 PostgreSQL에서 공간 데이터를 관
리, 처리,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

56 데이터베이스 관리 Adminer Apache, GPL-2.0 community https://www.adminer.org/ PHP로 작성된 모든 기능을 갖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

57 스토리지 Ceph LGPL prof/community https://ceph.com/community/ 간단하며 대규모 확장이 가능한 개방형 스토리지 솔루션

58 스토리지 GlusterFS GPL-3.0 prof/community http://www.gluster.org
무료 및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 파일 시스
템

59 자원관리 389 Directory Server GPL prof/community http://port389.org Linux 용 엔터프라이즈 급 오픈 소스 LDAP 서버

60 자원관리
Apache Directory Server

(ApachDS)
Apache-2.0 community http://directory.apache.org Java로 작성된 LDAP 및 Kerberos 서버

61 자원관리 OpenDJ CDDL community https://www.openidentityplatform.org/opendjJava 플랫폼 용으로 개발 된 LDAPv3 호환 디렉토리 서비스

62 자원관리 오픈엘답(OpenLDAP) OpenLDAP Public License community http://www.openldap.org 경량의 디렉터리 접근 프로토콜

63 자원관리 Pacemaker GPL-2.0 community http://clusterlabs.org
컴퓨터 클러스터에서 사용되는 오픈소스 고가용성 리소스 관리자
heartbeat 프로젝트 통합

64 Backup Amanda
Amanda License,

 GPL, LGPL, Apache
prof http://www.amanda.org

네트워크 기반 백업 유틸리티, 완전 백업과 증분 백업을 지원하며
설정 값에 따라 증분 백업 레벨을 설정 가능

65 데이터 복제 Galera Cluster Apache-2.0 prof/community http://galeracluster.com 동기방식의 데이터 복제 구조 Clustering

66 load balancing HAProxy GPL-2.0 Community https://www.haproxy.org
여러 서버에 요청을 분산시키는 TCP 및 HTTP 기반 응용 프로그
램

67 load balancing Zevenet Load Balancer LGPL-2.1 prof/community https://github.com/zevenet/zlb
네트워킹, 클러스터링, 모니터링, 보안인증관리, 백업설정 등 다
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리눅스(Debian) 기반의 오픈소스 로드밸
런서

68 방화벽 ModSecurity Apache-2.0 prof http://www.modsecurity.org
아파치, IIS, Nginx 등과 같은 웹서버용 공개SW웹방화벽으로 크
로스플랫폼을 지원하는 웹어플리케이션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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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보안 keycloak Apache-2.0 prof/community http://keycloak.org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ID 관리 및 액세스 관
리

70 Development Node.js MIT License Community https://nodejs.org
확장성 있는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이벤트 기반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71 Development R GPL-2.0 community https://www.r-project.org/ 통계계산과 그래픽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소프트웨어 환경

72 Development python
Python Software

 Foundation License
community https://www.python.org/

1991년 프로그래머인 귀도 반 로섬이 발표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플랫폼 독립적이며 인터프리터식, 객체지향적, 동적타이
핑 대화형 언어

73 Development 아나콘다(Anaconda) 	New BSD prof/community https://www.anaconda.com/
Python/R 데이터 과학 및 기계 학습을 수행하기위한 개인 실무자
를 위해 개발되어 수천 개의 오픈 소스 패키지 및 라이브러리를
사용

74 Development 이클립스(Eclipse) EPL community http://www.eclipse.org 자바기반 통합 개발 프로그램

75 Development 넷빈즈(NetBeans) GPL-2.0 & CDDL v1 prof/community https://netbeans.org/ 자바기반 통합 개발 프로그램

76 Development git GPL-2.0 Community
https://git-scm.com/
https://github.com/git/git

분산 환경을 지원하는 소스 코드 버전 관리 시스템

77 Development Yona Apache-2.0 Prof/Community
https://yona.io/
https://github.com/yona-
projects/yona

소규모 프로젝트부터 대규모 프로젝트까지 모든 것을 빠르고 효
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된 무료 오픈 소스 분산 버전 제어 시스
템

78 Development GitLab MIT Prof/Community
https://about.gitlab.com/
https://gitlab.com/gitlab-org

개발한 위키와 이슈 추적 기능을 갖춘 웹 기반의 데브옵스 시스템

79 CI/CD Ansible GPL prof/community https://www.ansible.com/
서버를 시작할 때 미리 설정 파일에 따라 소프트웨어 설치 및 설
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구성 관리 도구

80 CI/CD
아파치 메이븐

(Apache Maven)
Apache 2.0 community http://maven.apache.org

프로젝트 개체 모델 (POM)의 개념을 기반으로 Maven은 중앙
정보에서 프로젝트의 빌드,보고 및 문서를 관리

81 CI/CD 젠킨스(Jenkins) MIT community
https://www.jenkins.io/
https://github.com/jenkinsci

지속적인 통합(Continuous Integration)을 빠르고 쉽게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하고 인기있는 오픈 소스 CI 서버로 빌드 검
증, 빌드 관리, 테스트 자동화, 코드 정적 분석 등의 다양한 기능
을 제공

82 Framework ASP.NET Core Apache-2.0 Prof/community https://github.com/dotnet/core MS .NET 프레임워크와 비슷한 cross-plaform 프레임워크

83 Framework Flask BSD community
https://palletsprojects.com/p/fla
sk/

경량WSGI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 워크

84 Framework Sping Apache-2.0 community https://spring.io/projects
자바 언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
크 중 하나이고, Java EE 플랫폼 상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가능
함

85 Framework apache Camel Apache-2.0 community http://camel.apache.org
EIP(Enterprise Integration Patterns) 기반의 오픈소스 통합 연
계 프레임워크

86 Framework
eGovFrame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Apache-2.0 or MIT prof/community http://www.egovframe.go.kr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개발프레임워크의 표준 정립으로 응용 SW
표준화, 품질 및 재 사용성 향상

87 Framework
루비 온 레일즈

(Ruby on Rails)
MIT Community https://rubyonrails.org/ 루비로 작성된 MVC 패턴을 이용하는 오픈 소스 웹 프레임워크

88 Framework 애니프레임(AnyFrame) Apache-2.0 Prof/Community
https://github.com/anyframejav
a

자바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 아키텍처, 기술
공통 서비스, 템플릿 등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http://keycloak.org/
https://nodejs.org/
https://www.r-project.org/
https://www.python.org/
https://www.anaconda.com/
http://www.eclipse.org/
https://netbeans.org/
https://www.ansible.com/
http://maven.apache.org/
https://github.com/dotnet/core
https://palletsprojects.com/p/flask/
https://palletsprojects.com/p/flask/
https://spring.io/projects
http://camel.apache.org/
http://www.egovframe.go.kr/
https://rubyonrails.org/
https://github.com/anyframejava
https://github.com/anyframe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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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Framework 장고(Django) BSD Community
https://www.djangoproject.co
m/

빠른 개발과 깔끔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장려하는 Python 웹 프
레임 워크

90 이슈 및 버그 추적 Fossil BSD-2-clause community http://www.fossil-scm.org
소프트웨어 개발 에 사용하기위한 분산 버전 제어 시스템 , 버그
추적 시스템 및 위키 소프트웨어 서버

91 이슈 및 버그 추적 Redmine GPL-2.0 community https://www.redmine.org/ 웹 기반 프로젝트 관리와 이슈 트래킹 툴

92 이슈 및 버그 추적 WebIssues
AGPL-3.0 (server),

GPL-3.0 or later (client)
community https://webissues.mimec.org/ Issue Tracking 기능과 협업기능을 지원하는 멀티 플랫폼 시스템

93 이슈 및 버그 추적
더 버그 지니

(The Bug Genie)
MPL community http://www.thebuggenie.com Issue Tracking 과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시스템

94 이슈 및 버그 추적 맨티스(Mantis) GPL community http://www.mantisbt.org 웹 기반의 bug tracking system

95 이슈 및 버그 추적 버그질라(Bugzilla) MPL community https://www.bugzilla.org/ 웹 기반의 bug tracking 및 테스트 도구

96 동적분석도구 Valgrind GPL-2.0 community http://valgrind.org
C/C++ 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메모리 및 쓰레드 문제를 동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프로그램

97 정적분석도구 Checkstyle LPGL community http://checkstyle.sourceforge.net
Java 소스 코드 가 지정된 코딩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에 사용되는 정적 코드 분석 도구

98 정적분석도구 Cppcheck GPL-3.0 community http://cppcheck.sourceforge.net
C/C++ 소스코드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
램

99 정적분석도구 PMD BSD, LGPL, Apache community https://pmd.github.io
Java로 작성 된 소스코드의 잠재적인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정적
테스팅 도구

100 정적분석도구 SonarQube LGPL-3.0 community https://www.sonarqube.org/
Java로 작성 된 소스코드 잠재적인 문제 발견 및 전반적인 관리를
할 수 있으며, PHP 등 추가적인 언어에 대한 상용 서비스 지원

101 정적분석도구 StyleCop MS-PL community https://github.com/StyleCop
C# 소스코드에 대한 코딩룰을 분석할 수 있으며, Visual Studio
개발도구와 통합 할 수 있음

102 정적분석도구 cobertura Apache-1.1, community http://cobertura.sourceforge.net 자바 코드의 소스 복잡도 분석 및 취약점을 분석하는 도구

103 정적분석도구 cpplint CC-By 3.0 community https://github.com/google/styleguide/tree/gh-pages/cpplint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C++ 코드 스타일 가이드 준수 검사 도구
이며, CLI(파이썬) 형태로 지원됨

104 성능 모니터링 ZABBIX GPL-2.0 prof/community https://www.zabbix.com
네트워크나 서버(가상)등을 포함한 서비스들을 감시하고 실시간
으로 자원을 체크하여 관리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 소프트웨어

105 성능 모니터링 nmon GPL-3.0 community http://nmon.sourceforge.net
리눅스 서버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도구이며, nmonanalyser를
이용하여 자원 사용량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음

106 성능 모니터링 prometheus Apache-2.0 community https://prometheus.io/
CNCF 프로젝트이고, 컨테이너 기반의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를 모니터링

107 네트워크 모니터링 Nagios GPL-2.0 training, certification https://www.nagios.org/ 컴퓨터 시스템을위한 오픈 소스 모니터링 시스템

108 네트워크 가상화 Open vSwitch Apache-2.0 prof/community http://openvswitch.org 네트워킹 관련 멀티 레이어 가상 스위치

109 테스트 관리 Testcube GPL-3.0 prof/community https://github.com/tobyqin/testcube자동화 테스트 결과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플랫폼

110 테스트 관리 Testopia MPL community https://developer.mozilla.org/en-US/docs/Mozilla/Bugzilla/Testopia
테스트 케이스 추적을위한 일반 도구로 설계되어 테스트 조직이
테스트 케이스 실행 결과와 버그보고를 통합

111 테스트도구 Check LGPL community https://libcheck.github.io/check/ C언어용 단위 테스팅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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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테스트도구 Databene Benerator GPL & commercial prof/community https://www.benerator.de/
로드 및 성능 테스트와 쇼케이스 설정에 사용되는 현실적이고 유
효한 대용량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하기위한 프레임 워크

113 테스트도구 Jasmine MIT License community https://jasmine.github.io/
브라우저 및 node.js를위한 간단한 JavaScript 테스트 프레임 워
크

114 테스트도구 Jmeter Apache-2.0 community http://jmeter.apache.org
부하 테스트 기능 동작과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디자인 된 100
% 순수 자바 애플리케이션

115 테스트도구 Junit EPL community https://junit.org/junit5/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용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

116 테스트도구 LoadUI
EUPL v1.1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

community https://www.soapui.org/professional/loadui-pro.html
HTTP, JDBC 등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하며, 서버 모니터링과
Drag&Drop 등 사용자 편리성이 강화된 웹 서비스 부하 테스트
도구

117 테스트도구 Nunit
BSD-style

(modified zlib license)
community http://www.nunit.org 모든 .NET 언어를 위한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

118 테스트도구 Robot Framework Apache-2.0 community http://robotframework.org 승인 테스트 및 RPA를위한 일반 자동화 프레임 워크

119 테스트도구 Rspec MIT license community http://rspec.info
Ruby 코드를 테스트하기 위해 Ruby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컴퓨터 도메인 특정 언어 테스트 도구

120 테스트도구 Sahi Apache-2.0 prof/community http://sahipro.com 사용하기 쉽고 배우기 쉬운 엔터프라이즈 급 테스트 자동화 도구

121 테스트도구 Selenium WebDriver Apache-2.0 community https://www.selenium.dev/
웹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팅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무료 도구이며,
API를 제공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122 테스트도구 SoapUI
EUPL v1.1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

community https://www.soapui.org/professional/loadui-pro.html
개발자와 테스터 모두를 위해 구축 된 SoapUI는 전체 테스트 범
위 (기능, 보안,로드, 모의)를 다루는 오픈 소스 도구

123 테스트도구 Watir BSD community http://watir.com 테스트 자동화를 위한 오픈 소스 Ruby 라이브러리

124 테스트도구 generatedata GPL-3.0 community http://www.generatedata.com 웹기반의 테스트 데이터 생성도구

125 테스트도구 nGrinder Apache 2.0 community https://naver.github.io/ngrinder/
스크립트 생성, 테스트 실행,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서 생성기를
동시에 실행할 수있는 스트레스 테스트 용 플랫폼

126
테스트도구
(Unit Test)

TestNG Apache-2.0 community http://testng.org/doc

Java로 만들어진 Testing Framework으로, JUnit와 NUnit에 영
감을 받아 설계되었음. TestNG는 단위테스트, 기능테스트, end-
toend 테스트, 통합 테스트 등 테스트의 거의 모든 카테고리를
커버할 수 있게 설계됨.

127 가상화 KVM GPL-2.0, LGPL-2.0 community, blog, IRC
https://www.linux-
kvm.org/page/Main_Page

x86, x86_64, S/390, PowerPC, IA64 등 아키텍쳐와 리눅스,
솔라리스, BSD, 윈도우 등의 게스트 OS를 지원하는 가상화 공개
SW 솔루션

128 가상화
Red Hat Enterprise

Virtualization
GPL & Various others prof

https://www.redhat.com/en/te
chnologies/virtualization/enterp
rise-virtualization

레드햇의 가상화 솔루션 프로그램

129 가상화 Xen project GPL-2.0 community http://www.xenproject.org 다양한 아키텍쳐 지원 하이퍼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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