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분류 솔루션명 라이선스 기술지원 홈페이지 제품개요

1 Accounting Buddi GPL-2.0 & Others community http://buddi.digitalcave.ca/index.jsp 개인 회계 관리용 소프트웨어

2 Accounting FrontAccounting GPL prof/community http://frontaccounting.com/wb3 기본적인 ERP기능을 제공하는 웹기반 오픈소스 회계 솔루션

3 Accounting HomeBank GPL community http://homebank.free.fr/index.php 개인 회계 관리용 소프트웨어

4 Accounting
LedgerSMB (Ledger Small

Medium Business)
GPL-2.0 prof/community https://ledgersmb.org/

무료 소프트웨어 이중 엔트리 회계 및 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5 Accounting RackTables GPL-2.0 community https://www.racktables.org/
웹 인터페이스 데이터센터 자산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무료 오픈
소스 애플리케이션

6 Accounting jGnash GPL-3.0 community
https://sourceforge.net/projects/jgnash
/

Java로 작성된 크로스 플랫폼 개인 금융 애플리케이션

7 Accounting GnuCash GPL community http://www.gnucash.org 개인&소규모 사업용 회계 프로그램

8 Accounting TurboCASH GPL community http://www.turbocash.net 오픈소스 회계관리 프로그램

9 Backup & Recovery Amanda
Amanda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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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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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Backup & Recovery Clonezilla GPL-2.0 community http://www.clonezilla.org 백업 및 복구용 유틸리티

11 BI/OLAP Pentaho Apache-2.0 prof/community
https://www.hitachivantara.com/go/pe
ntaho.html

데이터 통합 , OLAP 서비스 ,보고, 정보 대시 보드 , 데이터 마이닝
및 추출, 변환,로드 (ETL) 기능 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 소프트웨어

12 BPM ProcessMaker AGPL-3.0 prof/community https://www.processmaker.com/ 비즈니스 및 개발자 중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도구

13 BPM Redmine GPL-2.0 community
https://www.redmine.org
https://github.com/redmine/redmine

프로그램 위키 페이지 및 프로젝트별 게시판 기능을 제공, 프로젝
트 관리, 요구사항 관리, 이슈 관리, 변경 관리, 테스트 관리 등의 역
할을 수행 가능

14 BPM ProjectLibre
CPAL(Common Public

Attribution License)
prof/community http://www.projectlibre.com/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로 프로젝트 관련 이벤트에 대한 추적 도
구

15 BPM OpenProject GPL-3.0 Prof/Community
https://www.openproject.org/
https://github.com/opf/openproject

협업 중심의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스케줄, 개발 로드맵
과 출시일을 계획하고, 작업, 캘린더, 협업, 추적 이슈를 관리하며,
시간, 품질, 비용 등 모니터링 가능

16 BPM LibrePlan AGPL-3.0 Prof/Community
https://www.libreplan.dev/
https://github.com/LibrePlan/libreplan

리소스와 스케줄링에 중점을 둔 웹 기반 프로젝트 플래닝 소프트웨
어

17 BPM 유엔진BPM(uEngine BPM) LGPL prof/community http://uengine.org/ 비즈니스프로세스관리(BPM) 솔루션

18 CMS GNU Board4 GPL prof/community https://sir.kr/main/g5/ PHP와 MySQL을 사용하는 웹사이트 구축 솔루션

19 CMS Geeklog GPL-2.0 community https://www.geeklog.net/ 웹 콘텐츠 관리 CMS 솔루션

20 CMS Plone GPL community https://plone.org/ 설치, 사용 및 확장이 쉬운 강력하고 유연한 콘텐츠 관리 솔루션

21 CMS TWiki GPL community http://twiki.org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 위키 및 웹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22 CMS Typo3 GPL-2.0 community https://typo3.org/ PHP로 작성된 오픈소스 웹 저작물 관리 시스템

23 CMS Xoops GPL community https://xoops.org/
확장 가능한 OO (Object Oriented)이며 PHP로 작성된 동적 웹
콘텐츠 관리 시스템 (CMS)

응용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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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MS 드루팔(Drupal) GPL-2.0 community https://www.drupal.org/
PHP로 작성된 오픈 소스 콘텐츠 관리 프레임워크, 콘텐츠 관리 시
스템, 블로그 엔진

25 CMS 미디어위키(MediaWiki) GPL-2.0 community
https://www.mediawiki.org/wiki/Media
Wiki

위키백과(Wikipedia)에서 사용하고 있는 웹 기반 위키 저작 솔루
션

26 CMS 오픈CMS(OpenCMS)
코어 : LGPL-2.1,

일부모듈 : GPL-2.1
community http://www.opencms.org Java로 작성된 오픈 소스 컨텐츠 관리 시스템

27 CMS 워드프레스(WordPress) GPL-2.0 Community https://wordpress.org/
웹 사이트, 블로그 또는 앱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있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28 CMS
익스프레스 엔진(Xpress

Engine)
LGPL-2.0 prof/community http://www.xpressengine.com

제로보드를 계승한 국내 대표 웹사이트 구축 솔루션으로  콘텐츠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CMS

29 CMS 줌라(Joomla) GPL community https://www.joomla.org/
PHP로 작성된 오픈 소스 저작물 관리 시스템으로, MySQL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해 웹상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관리, 보관, 출판

30 CRM MyCollab AGPL-3.0 Community
https://docs.mycollab.com/
https://github.com/MyCollab

고객 관계 관리, 문서 관리 및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도구

31 CRM CiviCRM AGPL-3.0 Community https://civicrm.org
조직의 기부자, 회원, 이벤트 등록자, 구독자, 보조금 신청자 및 자
금 제공자, 사례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도록 설계

32 CRM Compiere MPL
Prof/(compiere)/Commu

nity
http://compiere.com

클라우드 기반의 ERP 소프트웨어 및 CRM (고객 관계 관리) 시스
템

33 CRM Fat Free CRM AGPL prof/community http://www.fatfreecrm.com 오픈 소스 Ruby on Rails 기반 고객 관계 관리 플랫폼

34 CRM
Orange

Leap(MPowerOpen)
GPL-2.0 prof/community

https://sourceforge.net/projects/mpow
er/

모든 형태와 규모의 비영리 조직을 성장시키기 위해 특별히 구축
된 최초의 완전한 기능을 갖춘 오픈 소스 구성 관계 관리 (CRM) 소
프트웨어

35 CRM SuiteCRM AGPL prof,community https://suitecrm.com/ 서버용 무료 오픈 소스 고객 관계 관리 애플리케이션

36 CRM vtiger CRM VPL 1.1 또는 MPL 1.1 Community https://www.vtiger.com/ 고객관계관리 솔루션

37 CRM 알프레스코(Alfresco) LGPL외 prof/community https://www.alfresco.com/ 기업용 콘텐츠 관리 시스템

38 CRM 오픈CRX(OpenCRX) BSD
Prof/(CRIXP)/Communit

y
http://opencrx.org

고객 서비스 및 지원, 마케팅 자동화 및 분석 분야에서 풍부하고 지
능적인 기능을 갖춘 전문적인 오픈 소스 CRM (고객 관계 관리) 시
스템

39 Collaborative Mozilla Thunderbird MPL 2.0 community https://www.thunderbird.net/ko/
크로스플랫폼 이메일 클라이언트, 뉴스 클라이언트, RSS와 채팅 클
라이언트

40 Collaborative Open Atrium GPL-2.0 prof/community
https://www.drupal.org/project/openat
rium

오픈소스 비즈니스 협업 소프트웨어. 블로그, 캘린더, 쉐어박스등
의 기능 제공

41 Collaborative Pidgin GPL community http://www.pidgin.im 여러 채팅 네트워크에서 동시에 로그인 할 수있는 채팅 프로그램

42 Collaborative
RoundCube Webmail

Project
GPL-3.0 community https://roundcube.net/

데스크탑과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있는 무료 오픈 소스 웹 메일
솔루션

43
Communication

Management
Mattermost

서버- MIT
데스크탑 - Apache-2.0

Community
http://www.mattermost.org
https://github.com/mattermost

프라이빗 서버에 다운로드해 설치 가능. 채팅 도구일 뿐 아니라 구
글 드라이브 호환 등 넓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음

44
Communication

Management
Jitsi Meet Apache-2.0 Prof/Community

https://jitsi.org/jitsi-meet/
https://github.com/jitsi/jitsi-meet

화상회의 기능을 갖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채팅, 암호화, 미
디어 및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

45
Communication

Management
Element Apache-2.0 Prof/Community

https://element.io/
https://github.com/vector-im/

화상 및 음성 회의 기능을 갖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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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Commerce Broadleaf Commerce GPL prof/community
https://github.com/BroadleafCommerc
e/BroadleafCommerce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 전자 상거래 프레임 워크

47 eCommerce 마젠토(Magento) OSL 3.0 prof/community https://www.magento.com/community 오픈소스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개발언어는 PHP

48 eCommerce 오픈차트(opencart) GPL prof/community https://www.opencart.com/ PHP기반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49 eCommerce 젠 차트(Zen Cart) GPL prof/community http://www.zen-cart.com 웹 사이트를위한 완전한 기능의 전자 상거래 애플리케이션

50 eCommerce 프레스타샵(PrestaShop) OSL 3.0 prof/community https://www.prestashop.com/en

51 ERP Adempiere GPL-2.0 community http://www.adempiere.com
회계, 제조관리, 자재관리, 금융, 인적자원, 프로젝트 관리 등 제공
ERP 패키지

52 ERP Dolibarr GPL-3.0 prof/community https://www.dolibarr.org/ 중소기업용 ERP/CRM 소프트웨어

53 ERP ERP5 GPL prof/community https://www.erp5.com/ 파이썬 기반으로 작성된 Zope 기반 ERP

54 ERP Odoo(OpenERP) AGPL prof/community https://www.odoo.com/
전자 상거래, 청구, 회계, 제조, 창고, 프로젝트 관리 및 재고 관리를
포함한 비즈니스 관리 소프트웨어 도구 모음

55 ERP SQL-Ledger GPL Prof/Community http://www.sql-ledger.com/ NIX, Mac 및 Window에서 실행되는 웹기반 ERP 시스템

56 ERP 오픈브라보(Openbravo)
OBPL(based on

MPL1.1)
Prof/Community

https://sourceforge.net/projects/openbr
avo/

소매업체를 위한 클라우드 및 모바일 지원 옴니 채널 상거래 플랫
폼

57 ERP 웹 ERP(WebERP) GPL-2.0 community http://www.weberp.org
웹을 통해 최상의 실무, 다중 사용자 비즈니스 관리 및 회계 도구를
제공하는 성숙한 오픈 소스 ERP 시스템

58 ERP Apache OFBiz Apache-2.0 Community http://ofbiz.apache.org
아파치 Top Level 프로젝트로써 ERP, CRM, E-Commerce 등의
기능을 제공

59 GIS GeoServer GPL-2.0 Community http://geoserver.org/
자바 기반 공개SW로서 공간데이터를 WFS, WMS, WCS, WPS
표준에 따라 서비스

60 GIS QGIS GPL Community https://www.qgis.org/ko/site
데이터 뷰, 편집, 분석을 제공하는 크로스 플랫폼 자유-오픈 소스
데스크톱 지리 정보 체계 응용 프로그램

61 GIS PostGIS GPL-2.0 community http://www.postgis.net
PostgreSQL 객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공간 데이터베이스
확장기로 일반 DBMS인 PostgreSQL에서 공간 데이터를 관리, 처
리,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

62 Groupware Horde Groupware LGPL community
https://www.horde.org/apps/groupwar
e

무료 기업용 브라우저 기반 협업 제품군(Groupware)

63 Groupware SOGO GPL-2.0, LGPL-2.0 prof/community https://sogo.nu/
SOGO(Scalable OpenGroupware.org) 제공 그룹웨어 주소록,
웹메일 등 기능

64 Groupware
Zimbra Collaboration
Server Open Source

Edition
YPL prof/community https://www.zimbra.com/ 이메일 서버와 웹 클라이언트를 포함하는 협업 소프트웨어

65 Groupware eGroupWare GPL-2.0 Prof/community https://www.egroupware.org/en/
약속관리, CRM을 통한 연락처 관리, 작업, 이메일 및 프로젝트 관
리, 온라인 파일 서버를 위한 캘린더 제공

66 Groupware 그룹오피스(Group-Office) AGPL, Proprietary prof/community https://www.group-office.com/
일정, CRM, 이메일, 파일 공유, 프로젝트, 결제, 동기화 기능을 제
공하는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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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LMS Atutor GPL community http://www.atutor.ca 오픈 소스 웹 기반 학습 콘텐츠 관리 시스템 (L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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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LMS CANVAS AGPL-3.0 community https://www.canvaslms.com
Instructure Inc에서 개발하고 유지관리 하는 최신 오픈소스 학습
관리시스템(LMS)

70 LMS Open-edx
AGPL(edx-platform),

Apache(Xblock)
community https://open.edx.org

국제 우수 대학 및 관련 기관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강좌와 온라인
공개 수업(MOOC : Massive Online Course) 환경을 제공

71 LMS 무들(moodle) GPL-3.0 or later community https://moodle.org/
PHP 기반 오픈소스 전자학습 플랫폼, 교육자의 온라인 학습을 지
원하고 관리에 초점

72 Portal Liferay Portal LGPL prof/community https://www.liferay.com/ Enterprise Portal을 만들기 위한 솔루션

73 Portal Zentyal GPL prof/community http://www.zentyal.org Ubuntu Linux 기반 의 오픈 소스 전자 메일 및 그룹웨어 솔루션

74 Portal eXo Platform AGPL-3.0 prof/community https://www.exoplatform.com/ Java기반의 강력한 digital workplace software Platform

75 Portal 제이보스 포털(Jboss Portal) LGPL prof/community
https://www.redhat.com/en/topics/mid
dleware

애플리케이션에 공통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76 Vision OpenCV BSD community https://opencv.org/ 실시간 이미지 프로세싱에 중점을 둔 컴퓨터 비전 C 라이브러리

77 형상관리 Bazaar GPL-2.0 prof/community http://bazaar.canonical.com/en
시간 경과에 따른 프로젝트 기록을 추적하고 다른 사람들과 쉽게
협업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버전 관리 시스템

78 형상관리 Mercurial GPL-2.0 community http://mercurial.selenic.com 분산 환경을 지원하는 소스 코드 버전 관리 시스템

79 형상관리 Subversion Apache-2.0 community http://subversion.apache.org 아파치 프로젝트에서 지원하는 소스코드 버전 관리 시스템

80 형상관리 Talend Open Studio Apache-2.0 community https://www.talend.com/
개발, 테스트, 배포, 데이터관리 및 어플리케이션 통합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다기능 공개SW 세트

81 형상관리 TortoiseSVN GPL-2.0 community https://tortoisesvn.net/ 윈도우 시스템에서 구동되는 소스코드 버전 관리 시스템

82 형상관리 git GPL-2.0 community https://git-scm.com/ 분산 환경을 지원하는 소스 코드 버전 관리 시스템

83 형상관리 Yona Apache-2.0 Prof/Community
https://yona.io/
https://github.com/yona-projects/yona

소규모 프로젝트부터 대규모 프로젝트까지 모든 것을 빠르고 효율
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된 무료 오픈 소스 분산 버전 제어 시스템

84 형상관리 GitLab MIT Prof/Community
https://about.gitlab.com/
https://gitlab.com/gitlab-org

개발한 위키와 이슈 추적 기능을 갖춘 웹 기반의 데브옵스 시스템

85 형상관리 트랙(Trac) Modified BSD community https://trac.edgewall.org/
협업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향상된 위키 및 이슈 추적
등 웹 기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86 형상관리
아파치 메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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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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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CAD BRL-CAD BSD, LGPL community http://brlcad.org 오픈소스 솔리드 모델링 CAD

88 CAD 리브레캐드(LibreCAD) GPL-2.0 community https://librecad.org/ windows, Apple 및 Linux용 무료 오픈소스 CAD응용프로그램

89 CAD 살로메(Salome) LGPL prof/community http://www.salome-platform.org CAD 모델링, 수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90 CAD 프리캐드(FreeCAD) GPL or LGPL community https://freecadweb.org/ 3D CAD 소프트웨어

91 CAE
엘머 FEM

(Elmer FEM solver)
GPL prof/community https://www.csc.fi/web/elmer 유한요소해석(FEA) 소프트웨어

92 CAE 코드아스터(Code_Aster) GPL prof/community http://www.code-aster.org 유한요소해석(FEA) 소프트웨어

https://www.canvaslms.com/
https://open.edx.org/
https://moodle.org/
https://www.liferay.com/
http://www.zentyal.org/
https://www.exoplatform.com/
https://www.redhat.com/en/topics/middleware
https://www.redhat.com/en/topics/middleware
https://opencv.org/
http://bazaar.canonical.com/en
http://mercurial.selenic.com/
http://subversion.apache.org/
https://www.talend.com/
https://tortoisesvn.net/
https://git-scm.com/
https://trac.edgewall.org/
http://maven.apache.org/
http://brlcad.org/
https://librecad.org/
http://www.salome-platform.org/
https://freecadweb.org/
https://www.csc.fi/web/elmer
http://www.code-as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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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CD/DVD Burner K3B GPL-2.0 community https://apps.kde.org/en/k3b CD/DVD 기록 프로그램

94 Capture 쉐어엑스(ShareX) GPL-3.0 community https://getsharex.com/
Microsoft Windows 용 무료 오픈 소스 스크린 샷 및 스크린 캐스
트 유틸리티

95 Chart 제이프리차트(JFreeChart) LGPL community http://www.jfree.org 무료 Java 차트 라이브러리

96 Desktop Publishing 스크리버스(Scribus) GPL community https://www.scribus.net/ 데스크톱용 출판 저작 도구

97 Diagram 다이아(Dia) GPL community
https://wiki.gnome.org/action/show/Ap
ps/Dia?action=show&redirect=Dia

멀티운영체제용 GTK+ 기반 다이어그램 생성 프로그램

98 Ebook Readers 북리더(BookReader) AGPL-3.0 community https://openlibrary.org/ 전자책 단말기

99 Ebook Readers 에프비리더(FBReader) GPL community https://fbreader.org/ 전자책 단말기

100 Ebook Readers 칼리브레(Calibre) GPL-3.0 community https://calibre-ebook.com/ 전자책 단말기

101 Editor CKEditor GPL, LGPL and MPL community https://ckeditor.com/ 모듈식 아키텍처를 갖춘 JavaScript서식있는 텍스트 편집기

102 Editor 빔(vim)
Charityware

(GPL Compotible)
community https://www.vim.org/ 유닉스 시스템의 표준 편집기

103 Editor 선더버드(Mozilla Thunderbird) MPL & GPL & LGPL community https://www.thunderbird.net/ko/ 이메일/뉴스 클라이언트

104 Editor 에볼루션(Evolution) GPL community https://wiki.gnome.org/Apps/Evolution
이메일/뉴스 클라이언트(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기능은 MS 아웃룩
과 유사)

105 Editor 이맥스(Emacs) GPL-3.0 community http://www.gnu.org/software/emacs GNU 프로젝트의 일부인 고성능 문서 편집기

106 Editor 제이에디트(jEdit) GPL-2.0 community http://www.jedit.org 자바기반의 프로그래밍용 텍스트 에디터

107 Editor 지에디트(gedit) GPL community https://wiki.gnome.org/Apps/Gedit GNOME 기반의 텍스트 편집기

108 FTP Cyberduck GPL community https://cyberduck.io/
Mac 및 Windows 용 libre FTP, SFTP, WebDAV, Amazon S3,
Backblaze B2, Microsoft Azure 및 OneDrive 및 OpenStack
Swift 파일 전송 클라이언트

109 FTP ProFTPD GPL community http://www.proftpd.org 오픈소스 FTP 데몬. FTP 서버 구축

110 FTP WinSCP GPL-3.0 community https://winscp.net/eng/docs/lang:ko Windows용 그래픽 SFTP 및 FTP 클라이언트

111 FTP 삼바 (Samba) GPL-3.0 community https://www.samba.org/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간 공유설정 프로그램

112 FTP 파일질라(FileZilla) GPL-2.0 community https://filezilla-project.org/ 고속 FTP 클라이언트/서버

113
File Compression

(압축)
GNU tar GPL-3.0 community https://savannah.gnu.org/projects/tar 저장 및 백업용 유틸리티

114
File Compression

(압축)
GNU zip GPL-2.0 community https://savannah.gnu.org/projects/gzip/ GNU 압축 유틸리티

115
File Compression

(압축)
Keka GPL-3.0 community https://www.keka.io/en/ Mac OS용 오픈소스 파일압축 프로그램

116
File Compression

(압축)
PeaZip LGPL-3.0 community http://www.peazip.org 무료 파일 아카이버 유틸리티, RAR, TAR ZIP 아카이브 열기, 추출

117
File Compression

(압축)
bzip2 BSD-like license community http://www.bzip.org 파일 압축 도구

118
File Compression

(압축)
세븐집(7-Zip)

LGPL
with unRAR
restriction

community https://www.7-zip.org/ 압축분할 프로그램

119
File Compression

(압축)
세슘(Caesium) GPL community https://saerasoft.com/caesium/

다양한 이미지 포맷을 지원하는 이미지 압축 프로그램. 이미지 제
작에 용이

https://apps.kde.org/en/k3b
https://getsharex.com/
http://www.jfree.org/
https://www.scribus.net/
https://wiki.gnome.org/action/show/Apps/Dia?action=show&redirect=Dia
https://wiki.gnome.org/action/show/Apps/Dia?action=show&redirect=Dia
https://openlibrary.org/
https://fbreader.org/
https://calibre-ebook.com/
https://ckeditor.com/
https://www.vim.org/
https://www.thunderbird.net/ko/
https://wiki.gnome.org/Apps/Evolution
http://www.gnu.org/software/emacs
http://www.jedit.org/
https://wiki.gnome.org/Apps/Gedit
https://cyberduck.io/
http://www.proftpd.org/
https://winscp.net/eng/docs/lang:ko
https://www.samba.org/
https://filezilla-project.org/
https://savannah.gnu.org/projects/tar
https://savannah.gnu.org/projects/gzip/
https://www.keka.io/en/
http://www.peazip.org/
http://www.bzip.org/
https://www.7-zip.org/
https://saerasoft.com/cae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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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Graphics & 3D

Modeling
Art of Illusion GPL-2.0 community http://aoi.sourceforge.net 오픈소스 3D 모델링, 렌더링 스튜디오 프로그램

121
Graphics & 3D

Modeling
Gmsh GPL-2.0 community http://gmsh.info/

CAD엔진과 포스트 프로세서가 내장된 오픈소스 3D 유한 요소 메
시 생성기

122
Graphics & 3D

Modeling
Graphviz EPL community http://www.graphviz.org

오픈소스 그래프 시각화 프로그램. 구조화된 정보들을 그래프로 시
각화 해주는 기능 제공

123
Graphics & 3D

Modeling
ImageMagick Apache-2.0 community

http://www.imagemagick.org/script/ind
ex.php

디지털 이미지를 생성, 편집, 구성 또는 변환하는 프로그램

124
Graphics & 3D

Modeling
김프(GIMP) GPL community https://www.gimp.org/ GNU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멀티 운영체제를 지원

125
Graphics & 3D

Modeling
김프샵(Gimpshop) GPL community https://www.gimpshop.com/ 사진 및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로 photoshop 대안

126
Graphics & 3D

Modeling
마이페인트(MyPaint) GPL-2.0 community http://mypaint.org 멀티운영체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캔버스가 있는 브러시 편집기

127
Graphics & 3D

Modeling
블렌더(Blender) GPL community https://www.blender.org/

모델링, 리깅,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렌더링, 합성 및 모션 추적,
비디오 편집 및 2D 애니메이션 파이프 라인과 3D 파이프 라인 지
원

128
Graphics & 3D

Modeling
스위트홈 3D(Sweet Home 3D) GPL-2.0 Prof http://www.sweethome3d.com

집의 평면도를 그리고 그 위에 가구를 배치하고 결과를 3D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료 인테리어 디자인 애플리케이션

129
Graphics & 3D

Modeling
잉크스케이프(Inkscape) GPL-2.0 community https://inkscape.org/en/ 멀티운영체제 지원하는 무료 오픈소스 벡터 그래픽 편집기

130
Graphics & 3D

Modeling
턱스 페인트(Tux Paint) GPL Prof http://www.tuxpaint.org 어린이 대상 오프소스 드로잉 소프트웨어

131 HTML Editor bluegriffon
MPL-2.0, 

Proprietary license
community http://bluegriffon.org/ 랜더링 엔진이 기반인 웹 및 EPUB 편집기

132 HTML Editor 컴포저(KompoZer) MPL, GPL, LGPL community https://www.kompozer.net/ HTML, 코딩 없이 웹사이트 제작 도구 제공

133 Image Viewer Eye Of GNOME GPL community
https://wiki.gnome.org/Apps/EyeOfGn
ome

이미지 뷰어

134 Image Viewer KphotoAlbum GPL-2.0 community https://www.kphotoalbum.org/ KDE 기반 사진 앨범 프로그램(효율적인 이미지 구성 및 인덱싱)

135 Image Viewer digiKam GPL community https://www.digikam.org/ 디지털 사진 관리 프로그램

136
Instant Messaging &

Communications
AsteriskNOW GPL & Proprietary prof/community https://www.asterisk.org/

IP PBX, VoIP, 콜센터 시스템, 컨퍼런스 브리지, 음성 메일 서버 및
실시간 통신을 구동하기 위한 엔진

137
Instant Messaging &

Communications
스파크 (Spark) Apache prof/community

http://www.igniterealtime.org/projects/
spark/

비즈니스 및 조직에 최적화된 오픈소스 크로스 플랫폼 IM 클라이
언트

138 Label Printing 그라벨(gLabels) GPL-3.0 community https://github.com/jimevins/glabels-qt 라벨과 명함을 만들기위한 GNU / Linux 프로그램

139 Mind Mapping 프리플레인(Freeplane) GPL-3.0 or later community
https://www.freeplane.org/wiki/index.p
hp/Main_Page

자바 기반 마인드 맵 프로그램

140 Multimedia JW Player
CC BY-NC-SA 3.0

& Commercial
prof/community

https://developer.jwplayer.com/jwplaye
r/docs

웹페이지에 비디오를 삽입하기 위한 플레이어

141 Multimedia MPlayer GPL-2.0 community http://www.mplayerhq.hu 미디어 플레이어

142 Multimedia VLC media player GPL-2.0 or later community http://www.videolan.org/vlc
DVD, 오디오 CD, VCD 와 다양한 스트리밍 프로토콜뿐 아니라 대
부분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재생

143 Multimedia 그놈 비디오(GNOME Videos) GPL community https://wiki.gnome.org/Apps/Videos GNOME용으로 설계된 동영상 플레이어

144 Multimedia 오다시티 GPL community https://www.audacityteam.org/ 멀티운영체제기반 트랙오디오 편집기 및 레코더

http://aoi.sourceforge.net/
http://gmsh.info/
http://www.graphviz.org/
http://www.imagemagick.org/script/index.php
http://www.imagemagick.org/script/index.php
https://www.gimp.org/
https://www.gimpshop.com/
http://mypaint.org/
https://www.blender.org/
http://www.sweethome3d.com/
https://inkscape.org/en/
http://www.tuxpaint.org/
http://bluegriffon.org/
https://www.kompozer.net/
https://wiki.gnome.org/Apps/EyeOfGnome
https://wiki.gnome.org/Apps/EyeOfGnome
https://www.kphotoalbum.org/
https://www.digikam.org/
https://www.asterisk.org/
http://www.igniterealtime.org/projects/spark/
http://www.igniterealtime.org/projects/spark/
https://github.com/jimevins/glabels-qt
https://www.freeplane.org/wiki/index.php/Main_Page
https://www.freeplane.org/wiki/index.php/Main_Page
https://developer.jwplayer.com/jwplayer/docs
https://developer.jwplayer.com/jwplayer/docs
http://www.mplayerhq.hu/
http://www.videolan.org/vlc
https://wiki.gnome.org/Apps/Videos
https://www.audacitytea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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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Multimedia 아마록 GPL-2.0 communtiy https://amarok.kde.org/
리눅스와 유닉스 계열 프로그램을 위한 자유 소프트웨어 음악 플레
이어

146 Network Wireshark GPL-2.0 community https://www.wireshark.org/ 네트워크의 문제, 분석, 소프트웨어 및 통신 프로토콜 개발에 사용

147 Notes Tomboy LGPL community https://wiki.gnome.org/Apps/Tomboy 간단한 내용 입력이 가능한 노트

148 Office Suite AbiWord GPL community https://www.abisource.com/ MS 워드와 유사한 워드프로세싱 프로그램

149 Office Suite Apache OpenOffice Apache-2.0 prof/community http://www.openoffice.org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무료 통합오피스 프로그램

150 Office Suite Calligra Suite GPL, LGPL community https://www.calligra.org
워드 프로세싱, 스프레드 시트, 프레젠테이션, 벡터 그래픽 및 편집
데이터베이스 용 응용 프로그램

151 Office Suite Gnumeric GPL community http://www.gnumeric.org GNOME에서 개발한 스프레드쉬트 프로그램

152 Office Suite 네오오피스(NeoOffice) GPL community http://www.neooffice.org OpenOffice 및 LibreOffice를 기반으로 하는 Mac용 오피스 제품

153 Office Suite 리브레오피스 LGPL-3.0 community https://www.libreoffice.org/ 윈도우,맥OS 및 리눅스에서 사용가능한 통합 오피스

154 PDF Maker PDFCreator AGPL community https://www.pdfforge.org/
PDF변환 프로그램. 프린터의 출력 대신 해당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문서 변환

155 PDF Viewer Evince GPL community https://wiki.gnome.org/Apps/Evince 다양한 문서 형식(PDF, djvu 등) 지원 뷰어

156 PDF Viewer xpdf GPL-2.0 & prof/community https://www.xpdfreader.com/
텍스트 추출기, 이미지 변환기, HTML 변환기 등을 포함하는 무료
PDF 뷰어 및 툴킷

157 PDF Viewer 고스트스크립트(Ghostscript) GPL & Other License community https://www.ghostscript.com/ PostScript언어 및 PDF파일에 대한 해석기

158 PDF Viewer 수마트라PDF(SumatraPDF) GPL-3.0 community
https://www.sumatrapdfreader.org/fre
e-pdf-reader.html

Window용 무료 PDF, eBook, XPS 리더

159 Packaging Portableapps GPL & Various others prof/community https://portableapps.com/ 휴대용 앱을 하나로 묶어 자신만의 맞춤형 제품군 구성하는 솔루션

160 Remote access Remmina GPL community https://remmina.org/ POSIX 기반 컴퓨터 운영 체제를 위한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161 Reporting BIRT EPL-1.0 community http://www.eclipse.org/birt/ 이클립스기반의 리포팅 시스템

162 Reporting JasperReports LGPL & Commercial prof/community https://community.jaspersoft.com/ java애플리케이션에 포함 할수 있는 오픈소스 report 라이브러리

163 Reporting iReport Designer AGPL prof/community
https://community.jaspersoft.com/proje
ct/ireport-designer

JasperReports 및 JasperReports Server를 위한 무료 오픈소스
보고서 디자이너

164 Score writer MuseScore GPL community http://musescore.org/en 악보제작, 재생 및 프린터 프로그램

165 Security ClamAV GPL community https://www.clamav.net/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맬웨어 및 기타 악성 위협을 탐지하는 오픈
소스 바이러스 백신 엔진

166 Security KeePass GPL 2.0 or later community https://keepass.info/ 아이디 및 암호 관리 프로그램

167 Time Tracking Kimai MIT Community
https://www.kimai.org/about
https://github.com/kevinpapst/kimai2

무제한의 사용자 및 시간 시트 항목을 지원하여 쉬운 한번의 설치
로 모든 팀 구성 요소를 처리

168 Time Tracking eHour GPL-2.0 Community
https://www.ehour.nl/
https://github.com/te-con/ehour

웹 기반 시간 추적 도구

169 Security VeraCrypt Ms-PL community
https://archive.codeplex.com/?p=veracr
ypt

암호화 프로그램인 TrueCrypt를 기반으로한 디스크 암호화 프로
그램

170 Telnet PuTTY MIT community
https://www.chiark.greenend.org.uk/~s
gtatham/putty/

Telnet/SSH 클라이언트

https://amarok.kde.org/
https://www.wireshark.org/
https://wiki.gnome.org/Apps/Tomboy
https://www.abisource.com/
http://www.openoffice.org/
https://www.calligra.org/
http://www.gnumeric.org/
http://www.neooffice.org/
https://www.libreoffice.org/
https://www.pdfforge.org/
https://wiki.gnome.org/Apps/Evince
https://www.xpdfreader.com/
https://www.ghostscript.com/
https://www.sumatrapdfreader.org/free-pdf-reader.html
https://www.sumatrapdfreader.org/free-pdf-reader.html
https://portableapps.com/
https://remmina.org/
http://www.eclipse.org/birt/
https://community.jaspersoft.com/
https://community.jaspersoft.com/project/ireport-designer
https://community.jaspersoft.com/project/ireport-designer
http://musescore.org/en
https://www.clamav.net/
https://keepass.info/
https://archive.codeplex.com/?p=veracrypt
https://archive.codeplex.com/?p=veracrypt
https://www.chiark.greenend.org.uk/~sgtatham/putty/
https://www.chiark.greenend.org.uk/~sgtatham/putty/


No 분류 솔루션명 라이선스 기술지원 홈페이지 제품개요

171 테스트도구(Mobile) Selendroid Apache-2.0 community http://selendroid.io
안드로이드 및 iOS 모바일 환경을 대상으로 어플리케이션 (native
and hybrid application)의 UI와 모바일 웹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 요소를 제공하는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워크.

172 Video Editor Avidemux GPL community http://avidemux.sourceforge.net 필터링 및 인코딩 작업을 위해 설계된 무료 비디오 편집기

173 Video Editor Cinelerra GPL community http://heroinewarrior.com/cinelerra.php Linux기반 비디오 편집 및 구성 프로그램

174 Video Editor PiTiVi LGPL community http://www.pitivi.org 동영상 편집 도구

175 Web Browser 미도리(midori) LGPL-2.1 community http://www.midori-browser.org WebKit 엔진기반 경량의 웹브라우저

176 Web Browser 시몽키(SeaMonkey) MPL, GPL, LGPL community https://www.seamonkey-project.org/ 모질라 스위트 후속판 웹브라우저

177 Web Browser 크로미움(Chromium) BSD & Various others community http://www.chromium.org
웹브라우저 이름인 동시에 크롬에서 사용하는 소스코드를 생성하
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178 Web Browser 파이어폭스(Mozilla Firefox) MPL-2.0 community https://www.mozilla.org/ko/firefox/ 모질라재단에서 개발한 웹브라우저

179 Web Ticketing OTRS AGPL-3.0 prof/community https://otrs.com/
고객 서비스, 헬프 데스크, IT 서비스 관리에 사용되는 가장 유연한
웹 기반 티켓팅 시스템

180 Window Manager Enlightenment BSD community https://www.enlightenment.org/ 차세대 그래픽 데스크탑 쉘로 창과 파일을 관리

181 방화벽 ModSecurity Apache-2.0 prof http://www.modsecurity.org
아파치, IIS, Nginx 등과 같은 웹서버용 공개SW웹방화벽으로 크로
스플랫폼을 지원하는 웹어플리케이션 방화벽

182 보안 keycloak Apache-2.0 prof/community http://keycloak.org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ID 관리 및 액세스 관리

183 Framework React Native MIT Community https://reactjs.org/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을 위한 javascript 라이브러리

184
Hardware modeling

(Simulator)
GHDL GPL-3.0 Community http://ghdl.free.fr GCC기술을 사용한 오픈소스 VHDL 시뮬레이터

185
Hardware modeling

(Simulator)
Icarus Verilog GPL Prof/Community http://iverilog.icarus.com

베릴로그(전자회로 및 시스템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기술 언어로 회
로설계, 검증 및 구현 등 여러 용도로 사용) 시뮬레이션 및 합성 도
구

186
Hardware modeling

(Simulator)
Verilator LGPL Community https://www.veripool.org/wiki/verilator

"빠른 성능의 베릴로그(Verilog) HDL 시뮬레이터
* HDL(Hardware Description Language):전자회로를 정밀하게
기술하는데 사용하는 컴퓨터 언어"

187 EDA KiCad GPL-2.0, LGPL-2.1 Community http://www.kicad-pcb.org 크로스 플랫폼 및 오픈소스 전자 설계 자동화 제품군

188 EDA Magic BSD Community http://opencircuitdesign.com/magic VLSI 레이아웃 도구로, 스크립팅 인터프리터 언어 TcI 작성

189 EDA
QUCS (Quite Universal

Circuit Simulator)
GPL-2.0 Community http://qucs.sourceforge.net

DC, AC, S- 파라미터, 과도, 노이즈 및 고조파 균형 분석과 같은 모
든 종류의 회로 시뮬레이션 유형을 지원

190 EDA gEDA GPL-2.0 Community http://www.geda-project.org
전기 회로 설계, 회로도 캡쳐, 시뮬레이션, 프로토 타이핑 및 생산
에 사용되는 EDA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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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videmux.sourceforge.net/
http://heroinewarrior.com/cinelerra.php
http://www.pitiv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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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nlightenment.org/
http://www.modsecurity.org/
http://keycloak.org/
https://reactjs.org/
http://ghdl.free.fr/
http://iverilog.icarus.com/
https://www.veripool.org/wiki/verilator
http://www.kicad-pcb.org/
http://opencircuitdesign.com/magic
http://qucs.sourceforge.net/
http://www.geda-project.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