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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분류 솔류션명 라이선스 기술지원 홈페이지 제품개요

1 Accounting Buddi GPL v2 or later community http://buddi.digitalcave.ca/index.js
p 개인 회계 관리용 소프트웨어

2 Accounting FrontAccounting GPL v3 prof/community http://frontaccounting.com/wb3 기본적인 ERP기능을 제공하는 웹기반
오픈소스 회계 솔루션

3 Accounting GPL v3 MIT license prof/community https://github.com/edoceo/imperium 회계, 인보이스 및 CRM 기능을 결합한
중소기업용 웹기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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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Accounting
LedgerSMB

(Ledger Small Medium
Business)

GPL v2 prof/community https://ledgersmb.org/ 무료 소프트웨어 이중 엔트리 회계 및 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6 Accounting RackTables GPL 2.0 community https://www.racktables.org/ 웹 인터페이스 데이터센터 자산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무료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

7 Accounting jGnash GPL v3 community https://sourceforge.net/projects/jgn
ash/ Java로 작성된 크로스 플랫폼 개인 금융 애플리케이션

8 BPM ProcessMaker AGPL v3 prof/community https://www.processmaker.com/ 비즈니스 및 개발자 중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도구

9 BPM ProjectLibre CPAL prof/community http://www.projectlibre.com/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로 프로젝트 관련 이벤트에 대한 추적 도구

10 BPM Redmine GPL v2 community http://www.redmine.org 웹 기반 프로젝트 관리와 이슈 트래킹 툴

※ prof : Professional Support(전문업체 기술지원)
※ community : Community Support(커뮤니티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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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BPM 유엔진BPM(uEngine BPM) Apache v2 prof/community https://github.com/TheOpenCloudEngin
e/uengine-bpm 비즈니스프로세스관리(BPM) 솔루션

12 CMS GNU Board5 LGPL v2.1 prof/community https://sir.kr/main/g5/ PHP와 MySQL을 사용하는
웹사이트 구축 솔루션

13 CMS GPL v2 GPL community https://www.joomla.org/ PHP로 작성된 오픈 소스 저작물 관리 시스템으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웹상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관리, 보관, 출판

14 CMS Geeklog GPL v2 community https://www.geeklog.net/ 웹 콘텐츠 관리 CMS 솔루션

15 CMS Plone GPL v2 community https://plone.org/ 설치, 사용 및 확장이 쉬운 강력하고 유연한 콘텐츠 관리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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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CMS Typo3 GPL 2 community https://typo3.org/ PHP로 작성된 오픈소스 웹 저작물 관리 시스템

18 CMS Xoops GPL v2 community https://xoops.org/ 확장 가능한 OO (Object Oriented)이며 PHP로 작성된 동적 웹
콘텐츠 관리 시스템 (CMS)

19 CMS 드루팔(Drupal) GPL v2 community https://www.drupal.org/ PHP로 작성된 오픈 소스 콘텐츠 관리 프레임워크, 콘텐츠 관리
시스템, 블로그 엔진

20 CMS 미디어위키(MediaWiki) GPL v2 or later community https://www.mediawiki.org/wiki/Media
Wiki

위키백과(Wikipedia)에서 사용하고
있는 웹 기반 위키 저작 솔루션

※ prof : Professional Support(전문업체 기술지원)
※ community : Community Support(커뮤니티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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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MS 오픈CMS(OpenCMS) 코어 : LGPL v2.1
일부모듈 : GPL v3 community http://www.opencms.org Java로 작성된 오픈 소스 컨텐츠 관리 시스템

22 CMS 워드프레스(WordPress) GPL v2 or later Community https://wordpress.org/ 웹 사이트, 블로그 또는 앱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있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23 CMS 익스프레스 엔진
(Xpress Engine) LGPL v3 prof/community http://www.xpressengine.com

제로보드를 계승한 국내 대표
웹사이트 구축 솔루션
누구나 쉽고 편하고 자유롭게 콘텐츠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 친화적인 CMS

24 CRM CiviCRM AGPL v3 Community https://civicrm.org 조직의 기부자, 회원, 이벤트 등록자, 구독자, 보조금 신청자 및 자금
제공자, 사례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도록 설계

25 CRM Compiere Apache v2 Prof/(compiere)/Communityhttp://compiere.com 클라우드 기반의 ERP 소프트웨어 및 CRM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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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CRM Orange Leap
(MPowerOpen) GPL v2 prof/community https://sourceforge.net/projects/mpo

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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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CRM SuiteCRM AGPL v3 prof,community https://suitecrm.com/ 서버용 무료 오픈 소스 고객 관계 관리 애플리케이션

29 CRM vtiger CRM MPL 1.1 Community https://www.vtiger.com/ 고객관계관리 솔루션

30 CRM 알프레스코(Alfresco) Apache v2, LGPL
v3 prof/community https://www.alfresco.com/ 기업용 콘텐츠 관리 시스템

※ prof : Professional Support(전문업체 기술지원)
※ community : Community Support(커뮤니티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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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CRM 오픈CRX(OpenCRX) BSD Prof/(CRIXP)/Communityhttp://opencrx.org
고객 서비스 및 지원, 마케팅 자동화 및 분석 분야에서 풍부하고
지능적인 기능을 갖춘 전문적인 오픈 소스 CRM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32 Collaborative GPL v2 GPL community http://www.pidgin.im 여러 채팅 네트워크에서 동시에 로그인 할 수있는 채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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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Collaborative Open Atrium GPL v2 prof/community https://www.drupal.org/project/opena
trium

오픈소스 비즈니스 협업 소프트웨어. 블로그, 캘린더,
쉐어박스등의 기능 제공

35 Collaborative RoundCube Webmail Project GPL v3 community https://roundcube.net/ 데스크탑과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있는 무료 오픈 소스 웹 메일
솔루션

36 ERP Adempiere GPL v2 community http://www.adempiere.com 회계, 제조관리, 자재관리, 금융, 인적자원, 프로젝트
관리 등 제공 ERP 패키지

37 ERP Dolibarr GPL v3 prof/community https://www.dolibarr.org/ 중소기업용 ERP/CRM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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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ERP Odoo
(OpenERP) LGPL v3 prof/community https://www.odoo.com/ 전자 상거래, 청구, 회계, 제조, 창고, 프로젝트 관리 및 재고 관리를

포함한 비즈니스 관리 소프트웨어 도구 모음

40 ERP SQL-Ledger GPL v3 Prof/Community http://www.sql-ledger.com/ NIX, Mac 및 Window에서 실행되는 웹기반 ERP 시스템

※ prof : Professional Support(전문업체 기술지원)
※ community : Community Support(커뮤니티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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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RP 오픈브라보(Openbravo)
Openbravo Public

License v1.1,
Apache v2

Prof/Community www.openbravo.com 소매업체를 위한 클라우드 및 모바일 지원 옴니 채널 상거래 플랫폼

42 ERP 웹 ERP(WebERP) GPL v2 community http://www.weberp.org 웹을 통해 최상의 실무, 다중 사용자 비즈니스 관리 및 회계 도구를
제공하는 성숙한 오픈 소스 ERP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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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Framework Apache OFBiz Apache v2 Community http://ofbiz.apache.org 아파치 Top Level 프로젝트로써 ERP, CRM, E-Commerce 등의
기능을 제공

45 Framework Flask BSD community flask.palletsprojects.com 경량WSGI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 워크

46 Framework Spring Apache v2 community https://spring.io/projects 자바 언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중
하나이고, Java EE 플랫폼 상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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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Framework eGovFrame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Apache v2 prof/community http://www.egovframe.go.kr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개발프레임워크의 표준 정립으로 응용 SW

표준화, 품질 및 재 사용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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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Framework 애니프레임(AnyFrame) Apache v2 Prof/Community https://github.com/anyframejava 자바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 아키텍처, 기술 공통
서비스, 템플릿 등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 prof : Professional Support(전문업체 기술지원)
※ community : Community Support(커뮤니티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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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Framework 장고(Django) BSD Community https://www.djangoproject.com/ 빠른 개발과 깔끔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장려하는 Python 웹
프레임 워크

52 GIS GeoServer GPL v2 Community http://geoserver.org/ 자바 기반 공개SW로서 공간데이터를 WFS, WMS, WCS, WPS
표준에 따라 서비스

53 GIS PostGIS GPL v2 community http://www.postgis.net
PostgreSQL 객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공간 데이터베이스
확장기로 일반 DBMS인 PostgreSQL에서 공간 데이터를 관리,
처리,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

54 GIS QGIS GPL v2 Community https://www.qgis.org/ko/site 데이터 뷰, 편집, 분석을 제공하는 크로스 플랫폼 자유-오픈 소스
데스크톱 지리 정보 체계 응용 프로그램

55 Groupware Horde Groupware LGPL community https://www.horde.org/apps/groupware 무료 기업용 브라우저 기반 협업 제품군(Groupware)

56 Groupware SOGO GPL v2, LGPL v2.1 prof/community https://sogo.nu/ SOGO(Scalable OpenGroupware.org)
제공 그룹웨어 주소록, 웹메일 등 기능

57 Groupware Zimbra Collaboration Server
Open Source Edition BSD prof/community https://www.zimbra.com/ 이메일 서버와 웹 클라이언트를 포함하는 협업 소프트웨어

58 Groupware eGroupWare GPL v2 Prof/community https://www.egroupware.org/en/ 약속관리, CRM을 통한 연락처 관리, 작업, 이메일 및 프로젝트 관리,
온라인 파일 서버를 위한 캘린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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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LMS Atutor GPL v2 community http://www.atutor.ca 오픈 소스 웹 기반 학습 콘텐츠 관리 시스템 (LCMS)

※ prof : Professional Support(전문업체 기술지원)
※ community : Community Support(커뮤니티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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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LMS CANVAS AGPLv3 community https://www.canvaslms.com Instructure Inc에서 개발하고 유지관리 하는 최신 오픈소스
학습관리시스템(LMS)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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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LMS 무들(moodle) GPL v3+ community https://moodle.org/ PHP 기반 오픈소스 전자학습 플랫폼, 교육자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고 관리에 초점

64 Portal Liferay Portal LGPL v2.1 prof/community https://www.liferay.com/ Enterprise Portal을 만들기 위한 솔루션

65 Portal Zentyal GPL v2 prof/community http://www.zentyal.org Ubuntu Linux 기반 의 오픈 소스 전자 메일 및 그룹웨어 솔루션

66 Portal eXo Platform AGPL v3 prof/community https://www.exoplatform.com/ Java기반의 강력한 digital workplace software Platform

67 Portal 제이보스 포털(Jboss Portal) Apache v2 prof/community https://www.redhat.com/en/topics/mid
dleware 애플리케이션에 공통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68 Vision OpenCV BSDApache v2 community https://opencv.org/ 실시간 이미지 프로세싱에 중점을 둔
컴퓨터 비전 C 라이브러리

69 eCommerce Broadleaf Commerce Apache v2 prof/community www.broadleafcommerce.com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 전자 상거래 프레임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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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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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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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broadleafcommerce.com
https://www.magento.com/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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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분류 솔류션명 라이선스 기술지원 홈페이지 제품개요

71 eCommerce 오픈차트(opencart) GPL v3 prof/community https://www.opencart.com/ PHP기반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72 eCommerce 젠 차트(Zen Cart) GPL v2 prof/community http://www.zen-cart.com 웹 사이트를위한 완전한 기능의 전자 상거래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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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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