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탑용] 주요 공개SW 목록 (2023년 03월 21일 기준)

순번 분류 솔류션명 라이선스 기술지원 홈페이지 제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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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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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BI BA 아파치 제플린 Apache License V2 community https://zeppelin.apache.org SQL, Scala등을 사용하여 데이터 중심의 대화형 데이터 분석 및
협업 문서를 지원하는 웹기반 노트북

4 Backup &
Recovery Amanda BSD, GPL prof,community http://www.amanda.org 네트워크 기반 백업 유틸리티

5 Backup &
Recovery Clonezilla GPL v2 community http://www.clonezilla.org 백업 및 복구용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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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CAD 리브레캐드
(LibreCAD) GPL v2 community https://librecad.org/ windows, Apple 및 Linux용 무료 오픈소스 CAD응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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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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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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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 : Professional Support(전문업체 기술지원)
※ community : Community Support(커뮤니티 기술지원)

http://www.gnucash.org
http://www.turbocash.net
https://zeppelin.apache.org
http://www.amanda.org
http://www.clonezilla.org
http://brlcad.org
https://librecad.org/
http://www.salome-platform.org
https://freecadweb.org/
https://www.csc.fi/web/elmer


[데스크탑용] 주요 공개SW 목록 (2023년 03월 21일 기준)

순번 분류 솔류션명 라이선스 기술지원 홈페이지 제품개요

11 CAE 코드아스터
(Code_Aster) GPL v3 prof/community http://www.code-aster.org 유한요소해석(FEA) 소프트웨어

12 CD/DVD
Burner K3B GPL v2, LGPL v2,

GFDL v1.2 community https://apps.kde.org/en/k3b CD/DVD 기록 프로그램

13 Capture 쉐어엑스
(ShareX) GPL v3 community https://getsharex.com/ Microsoft Windows 용 무료 오픈 소스 스크린 샷 및 스크린 캐스트

유틸리티

14 Chart 제이프리차트
(JFreeChart) LGPL v2.1 community http://www.jfree.org 무료 Java 차트 라이브러리

15 Desktop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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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Development
Environments

넷빈즈
(NetBeans) Apache v2 prof/community https://netbeans.org/ 자바기반 통합 개발 프로그램

17 Development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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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Diagram 다이아(Dia) GPL v2 community https://wiki.gnome.org/action/show/A
pps/Dia?action=show&redirect=Dia 멀티운영체제용 GTK+ 기반 다이어그램 생성 프로그램

19 Ebook Readers 북리더
(BookReader)

GNU Affero GPL v3 community https://openlibrary.org/ 전자책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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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 : Professional Support(전문업체 기술지원)
※ community : Community Support(커뮤니티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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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book Readers 칼리브레
(Calibre) GPL v3 community https://calibre-ebook.com/ 전자책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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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Editor 빔(vim) Vim License community https://www.vim.org/ 유닉스 시스템의 표준 편집기

24 Editor 선더버드
(Mozilla Thunderbird)

MPL & GPL & LGPL community https://www.thunderbird.net/ko/ 이메일/뉴스 클라이언트

25 Editor 에볼루션
(Evolution) LGPL v2, LGPL v3 community https://wiki.gnome.org/Apps/Evolutio

n
이메일/뉴스 클라이언트(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기능은 MS 아웃룩과
유사)

26 Editor 이맥스
(Emacs) GPL v3 community http://www.gnu.org/software/emacs GNU 프로젝트의 일부인 고성능 문서 편집기

27 Editor 제이에디트
(jEdit) GPL v2 community http://www.jedit.org 자바기반의 프로그래밍용 텍스트 에디터

28 Editor 지에디트
(gedit) GPL v2 community https://wiki.gnome.org/Apps/Gedit GNOME 기반의 텍스트 편집기

29 FTP Cyberduck GPL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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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FTP ProFTPD GPL v2 community http://www.proftpd.org 오픈소스 FTP 데몬. FTP 서버 구축

※ prof : Professional Support(전문업체 기술지원)
※ community : Community Support(커뮤니티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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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FTP WinSCP GPL v3, License of
WinSCP Icon Set community https://winscp.net/eng/docs/lang:ko Windows용 그래픽 SFTP 및 FTP 클라이언트

32 FTP 삼바 (Samba) GPL v3 community https://www.samba.org/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간
공유설정 프로그램

33 FTP 파일질라
(FileZilla) GPL v2 community https://filezilla-project.org/ 고속 FTP 클라이언트/서버

34 File Compression
(압축) GNU tar GPL v3 community https://savannah.gnu.org/projects/ta

r 저장 및 백업용 유틸리티

35 File Compression
(압축)

GNU zip
(gzip) GPL v3 community https://savannah.gnu.org/projects/gz

ip/ GNU 압축 유틸리티

36 File Compression
(압축) Keka GPL v3 community https://www.keka.io/en/ Mac OS용 오픈소스 파일압축 프로그램

37 File Compression
(압축) PeaZip LGPL v3 community https://peazip.github.io/ 무료 파일 아카이버 유틸리티, RAR, TAR ZIP 아카이브 열기,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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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File Compression
(압축)

세븐집
(7-Zip) LGPL v2.1 community https://www.7-zip.org/ 압축분할 프로그램

40 File Compression
(압축)

세슘
(Caesium) GPL v3 community https://saerasoft.com/caesium/ 다양한 이미지 포맷을 지원하는 이미지 압축 프로그램. 이미지 제작에

용이

※ prof : Professional Support(전문업체 기술지원)
※ community : Community Support(커뮤니티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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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Graphics & 3D
Modeling Art of Illusion GPL v2 community http://aoi.sourceforge.net 오픈소스 3D 모델링, 렌더링 스튜디오 프로그램

42 Graphics & 3D
Modeling Gmsh GPL v2 community http://gmsh.info/ CAD엔진과 포스트 프로세서가 내장된 오픈소스 3D 유한 요소 메시

생성기

43 Graphics & 3D
Modeling Graphviz MIT community http://www.graphviz.org 오픈소스 그래프 시각화 프로그램. 구조화된 정보들을 그래프로

시각화 해주는 기능 제공

44 Graphics & 3D
Modeling ImageMagick Apache 2.0 community http://www.imagemagick.org/script/in

dex.php 디지털 이미지를 생성, 편집, 구성 또는 변환하는 프로그램

45 Graphics & 3D
Modeling 김프(GIMP) GPL v3 community https://www.gimp.org/ GNU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멀티 운영체제를 지원

46 Graphics & 3D
Modeling

김프샵
(Gimpshop) GPL v3 community https://www.gimpshop.com/ 사진 및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로 photoshop 대안

47 Graphics & 3D
Modeling

마이페인트
(MyPaint) GPL v2 community http://mypaint.org 멀티운영체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캔버스가 있는 브러시 편집기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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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49 Graphics & 3D
Modeling

스위트홈 3D
(Sweet Home 3D) GPL v2 Prof http://www.sweethome3d.com 집의 평면도를 그리고 그 위에 가구를 배치하고 결과를 3D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료 인테리어 디자인 애플리케이션

50 Graphics & 3D
Modeling

잉크스케이프
(Inkscape)

GPL, LGPL, MPL,
OFL community https://inkscape.org/en/ 멀티운영체제 지원하는 무료 오픈소스 벡터 그래픽 편집기

※ prof : Professional Support(전문업체 기술지원)
※ community : Community Support(커뮤니티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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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Graphics & 3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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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HTML Editor bluegriffon MPL 2.0 community http://bluegriffon.org/ 랜더링 엔진이 기반인 웹 및 EPUB 편집기

53 HTML Editor 컴포저
(KompoZer) MPL, GPL, LGPL community https://sourceforge.net/projects/kom

pozer/ HTML, 코딩 없이 웹사이트 제작 도구 제공

54 Image Viewer Eye Of GNOME GPL v2 community https://wiki.gnome.org/Apps/EyeOfGno
me 이미지 뷰어

55 Image Viewer KphotoAlbum BSD, GFDL, GPL,
LGPL community https://www.kphotoalbum.org/ KDE 기반 사진 앨범 프로그램(효율적인 이미지 구성 및 인덱싱)

56 Image Viewer digiKam GPL v2, LGPL v2.1 community https://www.digikam.org/ 디지털 사진 관리 프로그램

57
Instant Messaging

&
Communications

Asterisk GPL v2 prof/community https://www.asterisk.org/ IP PBX, VoIP, 콜센터 시스템, 컨퍼런스 브리지, 음성 메일 서버 및
실시간 통신을 구동하기 위한 엔진

58
Instant Messaging

&
Communications

스파크 (Spark) Apache v2 prof/community http://www.igniterealtime.org/projec
ts/spark/

비즈니스 및 조직에 최적화된 오픈소스 크로스 플랫폼 IM 클라이언트

59 Label Printing 그라벨
(gLabels) GPL v3 community https://help.gnome.org/users/glabels

/stable/ 라벨과 명함을 만들기위한 GNU / Linux 프로그램

60 Mind Mapping 프리플레인
(Freeplane) GPL v2 community https://docs.freeplane.org/ 자바 기반 마인드 맵 프로그램

※ prof : Professional Support(전문업체 기술지원)
※ community : Community Support(커뮤니티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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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Multimedia JW Player CC BY-NC-SA 3.0
& Commercial prof/community https://developer.jwplayer.com/jwpla

yer/docs 웹페이지에 비디오를 삽입하기 위한 플레이어

62 Multimedia MPlayer GPL v2 community http://www.mplayerhq.hu 미디어 플레이어

63 Multimedia VLC media player GPL v2, LGPL v2.1 community http://www.videolan.org/vlc DVD, 오디오 CD, VCD 와 다양한 스트리밍 프로토콜뿐 아니라
대부분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재생

64 Multimedia
그놈 비디오

(GNOME Videos)
(Totem)

GPL v2 community https://wiki.gnome.org/Apps/Videos GNOME용으로 설계된 동영상 플레이어

65 Multimedia 아마록
(Amarok) GPL v2, LGPL v2.1 communtiy https://amarok.kde.org/ 리눅스와 유닉스 계열 프로그램을 위한 자유 소프트웨어 음악

플레이어

66 Multimedia 오다시티
(Audacity) GPL v2, GPL v3 community https://www.audacityteam.org/ 멀티운영체제기반 트랙오디오 편집기 및 레코더

67 Network Wireshark GPL v2 community https://www.wireshark.org/ 네트워크의 문제, 분석, 소프트웨어 및 통신 프로토콜 개발에 사용

68 Notes Tomboy LGPL v2.1 community https://wiki.gnome.org/Apps/Tomboy 간단한 내용 입력이 가능한 노트

69 Office Suite AbiWord GPL v2 community https://www.abisource.com/ MS 워드와 유사한 워드프로세싱 프로그램

70 Office Suite Apache OpenOffice Apache v2 prof/community http://www.openoffice.org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무료 통합오피스

※ prof : Professional Support(전문업체 기술지원)
※ community : Community Support(커뮤니티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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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Office Suite Calligra Suite BSD, GPL, LGPL,
MIT community https://www.calligra.org 워드 프로세싱, 스프레드 시트, 프레젠테이션, 벡터 그래픽 및 편집

데이터베이스 용 응용 프로그램

72 Office Suite Gnumeric GPL v2, GPL v3 community http://www.gnumeric.org GNOME에서 개발한 스프레드쉬트 프로그램

73 Office Suite 네오오피스
(NeoOffice) GPL v3 community http://www.neooffice.org OpenOffice 및 LibreOffice를 기반으로 하는 Mac용 오피스 제품

74 Office Suite 리브레오피스
(LibreOffice)

GPL v3, LGPL v3,
MPL v2 community https://www.libreoffice.org/ 윈도우,맥OS 및 리눅스에서

사용가능한 통합 오피스

75 PDF Maker PDFCreator

AGPL, PDFCreator
Freeware License,
pdfforge Freeware

License
community https://www.pdfforge.org/ PDF변환 프로그램. 프린터의 출력 대신 해당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문서 변환

76 PDF Viewer Evince GPL v2 community https://wiki.gnome.org/Apps/Evince 다양한 문서 형식(PDF, djvu 등) 지원 뷰어

77 PDF Viewer xpdf GPL v2, GPL v3 prof/community https://www.xpdfreader.com/ 텍스트 추출기, 이미지 변환기, HTML 변환기 등을 포함하는 무료
PDF 뷰어 및 툴킷

78 PDF Viewer 고스트스크립트
(Ghostscript) GPL, AGPL community https://www.ghostscript.com/ PostScript언어 및 PDF파일에 대한 해석기

79 PDF Viewer 수마트라PDF
(SumatraPDF) GPL v3 community https://www.sumatrapdfreader.org/fre

e-pdf-reader.html Window용 무료 PDF, eBook, XPS 리더

80 Packaging Portableapps GPL v2 prof/community https://portableapps.com/ 휴대용 앱을 하나로 묶어 자신만의 맞춤형 제품군 구성하는 솔루션

※ prof : Professional Support(전문업체 기술지원)
※ community : Community Support(커뮤니티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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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Remote access Remmina GPL v2 community https://remmina.org/ POSIX 기반 컴퓨터 운영 체제를 위한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82 Reporting BIRT EPL v2 community http://www.eclipse.org/birt/ 이클립스기반의 리포팅 시스템

83 Reporting JasperReports LGPL v3 prof/community https://community.jaspersoft.com/ java애플리케이션에 포함 할수 있는 오픈소스 report 라이브러리

84 Reporting iReport Designer AGPL v3 prof/community https://community.jaspersoft.com/pro
ject/ireport-designer

JasperReports 및 JasperReports Server를 위한 무료 오픈소스
보고서 디자이너

85 Score writer MuseScore GPL v3 community http://musescore.org/en 악보제작, 재생 및 프린터 프로그램

86 Security ClamAV GPL v2 community https://www.clamav.net/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맬웨어 및 기타 악성 위협을 탐지하는
오픈소스 바이러스 백신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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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Security VeraCrypt
Apache v2,

TrueCrypt License
v3

community www.veracrypt.fr 암호화 프로그램인 TrueCrypt를 기반으로한 디스크 암호화
프로그램

89 Telnet PuTTY MIT community https://www.chiark.greenend.org.uk/~
sgtatham/putty/ Telnet/SSH 클라이언트

90 Video Editor Avidemux GPL v2 community http://avidemux.sourceforge.net 필터링 및 인코딩 작업을 위해 설계된 무료 비디오 편집기

※ prof : Professional Support(전문업체 기술지원)
※ community : Community Support(커뮤니티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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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Video Editor Cinelerra GPL community http://heroinewarrior.com/cinelerra.
php Linux기반 비디오 편집 및 구성 프로그램

92 Video Editor PiTiVi LGPL v2.1 or later community http://www.pitivi.org 동영상 편집 도구

93 Web Browser 미도리
(midori) LGPL v2.1 community  http://www.midori-browser.org WebKit 엔진기반 경량의 웹브라우저

94 Web Browser 시몽키
(SeaMonkey) MPL v2 community https://www.seamonkey-project.org/ 모질라 스위트 후속판 웹브라우저

95 Web Browser 크로미움
(Chromium)

BSD & Various
others community http://www.chromium.org 웹브라우저 이름인 동시에 크롬에서 사용하는 소스코드를 생성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96 Web Browser 파이어폭스
(Mozilla Firefox) MPL v2 community https://www.mozilla.org/ko/firefox/ 모질라재단에서 개발한 웹브라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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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 : Professional Support(전문업체 기술지원)
※ community : Community Support(커뮤니티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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