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C 소프트웨어 제품
라이선스 기반
다음 페이지의 표들은 PTC 표준 소프트웨어 제품 각각의 라이선스 기반을 설명한다. 각각의 일반적인
라이선스 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뒤이어 제시된다. 그러나 이 서류는 이러한 제품들의 사용에 대한
모든 제한 조건들을 요약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그러한 제한들은 PTC 와 고객간의 라이선스 계약서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불일치가 발생할 시 라이선스 계약이 결정력을 가진다.
“동시 사용자”:

각각의 동시 사용자 제품 라이선스는 어떠한 주어진 시간에 개인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동시 사용자 제품의 제품 설명이 “고정된,” “잠겨진” 또는 “노드로 잠겨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제품은 단지 그러한 제품이 설치된 지정
컴퓨터에서만 작동하도록 라이선스 된다.
그 제품에 동글 ((한 번에 단지 한 컴퓨터에서만 작동되도록 하는 하드웨어 품목)이
함께 따라온다면, 그러한 제품은 오직 사용자들 사이에서만 동글을 공유함으로써
공유될 수 있다.

“지정 서버” :

각각의 지정 서버 제품은 그 제품의 최초 설치와 연결되어 고객이 지정한 그리고
해당되는 설치 제품 응용의 하나의 고유한 단계를 가지는 컴퓨터 서버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지정 서버 (CPU 당)”로 불리우는 한 지정 서버 모델이 있다.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서, 라이선스는 단지 한 중앙처리장치(CPU)를 가진 서버에 제한된다; 각각의
추가적인 CPU 에 대해 추가적인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등록 사용자”:

“사례 별”

암호에 기초한 개인적인, 지정된 등록 사용자만이등록된 사용자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은 등록된 사용자들의 총 수가 시간 내에 어떠한 시점에서도, 그러한
시간에 특정 제품에 대해 유효한 라이선스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 한, 그리고
나아가서, 만약 이전에 등록된 사용자였던 사람이 등록 사용자의 지위로 돌아올
경우, 새로운 라이선스 요금이 PTC 의 그 당시 현재 요율로 PTC 에 지불되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지켜지는 한, 때때로 새로운 등록 사용자들을 추가 그리고/또는
대체할 수 있다.
사례별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제품이 연결되는 시스템의 각각의 사례에 대하여
하나의 라이선스가 요구된다.

“사이트 라이선스” : “사이트 라이선스”에 기반하여 라이선스된 제품들은 그러한 제품들이 사용되어질
각각의 고객의 장소에 대하여 하나의 라이선스가 요구된다.
“패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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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 제품 패키지의 개별 부품에 대한 라이선스 기반은 각각의 패키지의 부품들이
패키지의 기저대와 함께 사용될 때를 제외하고, 마치 그러한 부품이 개별적으로
라이선스 되는 경우와 같다. 예를 들면, Pro/ENGINEER Flex3C 패키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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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려진, Windchill PDMLink 와 Windchill ProjectLink 등록 사용자 라이선스는 등록
사용자를 기반로 라이선스되고 단일한 Pro/ENGINEER 사용자와 결합되어
할당되어야만 한다.
라이선스 기반 표
고객의 주문 서류 상의 제품명이 다른 라이선스 기반을 명시하지 않는 한, 각각의 표준 PTC 소프트웨어 제품의 라이선스 기반은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다.
Pro/ENGINEER 및 기타 MCAD 제품들
라이선스 제품명
Pro/ENGINEER 제품군
(다음을 제외하고)
프로/엔지니어 응용 프로그램
툴 키트

라이선스 기반
동시 사용자

라이선스 제품명
프로/컨셉트

라이선스 기반
동시 사용자

등록 사용자

CADDS

동시 사용자 (사용량 라이선스 요금
적용)

매쓰캐드 제품들
라이선스 제품명
매쓰캐드 제품군 (매쓰캐드
계산 서버는 제외)

라이선스 기반
동시사용자

라이선스 제품명
매쓰캐드 계산 서버

라이선스 기반
지정 서버 (CPU 당)

비고 : 이 제품의 단일
사용자 버전은 잠겨져
있음.

아르보텍스트 제품들
라이선스 제품명
아르보텍스트 제품군 (아래를
제외하고)

라이선스 기반
동시 사용자

라이선스 제품명
아르보텍스트 이소드로

라이선스 기반
동시 사용자 (동글 라이선스 제어를
가진)

아르보텍스트 발행 엔진

지정 서버

아르보텍스트 이소컴포즈

아르보텍스트 인터리프 추출
툴
아르보텍스트 고급 인쇄
퍼블리셔- 기업
오라클 컨텐트 매니저 용
아르보텍스트 어댑터
오라클 CM/SDK 용
아르보텍스트 어댑터
마이크로 워드 용
아르보텍스트 컴패니온

동시 사용자 (잠김)

아르보텍스트 이소뷰

동시 사용자 (동글 라이선스 제어를
가진)
사이트 라이선스

지정 서버 (CPU 당)

아르보텍스트 배치 툴

지정 서버 (CPU 당)

아르보텍스트 다이내믹 링크
매니저
구조화된 제품 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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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당
서버 당 한 라이선스
그리고 등록된 사용자 당
한 라이선스

시스트랙

동시 사용자(동글 라이선스 제어를
가진)
지정 서버
지정 서버
같이 사용되는 제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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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제품들
라이선스 제품명
모든 e 교육 소프트웨어 가입
제품 (예, Pro/FICIENCY,
Create, Control, Collaborate,
Coac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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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기반
등록된 사용자

비고: 라이선스 계약서와 상반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a) 이러한 제품들의 사용은 지정국에 위치한
사람들에만 제한되지 않으며 그리고 (b) 이러한 제품들에 대하여, 고객에 의해 고용 정지된 등록
사용자가 또 다른 등록 사용자로 대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한 등록 사용자를 다른 사용자로
대체할 수 없다.

(Eng. rev. October 2006)

This document contains PTC product names and logos, many of which are protected by trademark. Refer to the “Legal Policies and
Guidelines” page of www.ptc.com for information about PTC approved use of these names and logos.

Windchill, Pro/INTRALINK, ProductView 와 Intercomm 제품들

라이선스 제품명
윈드칠 제품군 (아래를
제외하고)
윈드칠 파트링크 카달로그

라이선스 기반
등록된 사용자

라이선스 제품명
ProductView “표준”

라이선스 기반
등록된 사용자

지정 서버

ProductView 어댑터

지정 서버

지정 서버

ProductView “동시”

동시 사용자

사례별

InterComm 제품군 (아래를
제외하고)

동시 사용자

윈드칠 Info*엔진 어댑터

사례별

InterComm EDA 비교
InterComm EDA 도관

FlexPLM
Pro/INTRALINK 제품군
(아래를 제외하고)
Pro/INTRALINK 툴키트
액세스

등록 사용자
동시 사용자

터콤 “연결형” 제품
인터콤 인터페이스

지정 서버 (각각의 라이선스가
30 명의 등록 사용자들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된 사용자

윈드칠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통합 (아래를 제외하고)
윈드칠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통합 어댑터

사례별
등록된 사용자

비고:
윈드칠:
윈드칠 “경 사용자” 라이선스는 주로 다음의 조직 내에서 일하거나 고객 조직 내의 기능적 구역에서 일하는 사용자 (“경
사용자들”)에게만 할당될 수 있다; 제조, 생산, 구매, 재정, 품질, 판매, 서비스와 지원 및 마케팅. 그러나, 다음의 구역 내에서
실질적인 직무를 가지는 어떠한 사용자도 경 사용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생산 공학, 제조 공학, 응용 공학, 제품 관리, 윈드칠
시스템 행정, 프로그램 사무소, 기술 발행 및 조달 공학. 경 사용자 라이선스는 고객이 소프트웨어와 유지관리를 위해 해당되는
업그레이드 요금(들)을 지불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 때까지 경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배당 (또는 재배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고객은 고객이 소유하는 두 개의 경 사용자 라이선스 당 최소한 하나의 중 사용자 라이선스를 소유해야 한다.
윈드칠 “외부 사용자” 라이선스는 고객과 그의 제휴사들에 외부적인 판매업자, 제 3 자들 및 기타인들인 사용자들에게만
할당될 수 있다 (“외부 사용자들’). 외부 사용자 라이선스들은 외부 사용자 라이선스가 어떠한 역월 동안에 하나 이상의 외부
사용자들에 의해 사용되어지지 않는 한, 추가 라이선스 요금 없이 또 다른 외부 사용자에게 할당될 수 있다.
FlexPLM:
FlexPLM “경 사용자” 라이선스는 다음의 조직들 내 또는 고객의 조직 내의 기능적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의무를 가지지 않는
사용자들에게만 할당될 수 있다: 시스템 행정관들, 기술 디자이너, 디자이너, 섬유 개발, 색조 개발, 접합부 전문가, 판매 촉진,
제품 품질, 그리고 원료 공급 (“경 사용자들”). 고객은 경 사용자 라이선스를 고객이 소프트웨어와 유지관리를 위해 해당되는
업그레이드 요금(들)을 지불하지 않는 한 그리고 지불할 때까지 경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할당 (또는 재할당)할 수 없다.
고객은 고객이 소유하는 두 개의 경 사용자 라이선스에 대해 최소한 하나의 중 사용자 라이선스를 소유해야만 한다.
FlexPLM “공급자” 라이선스는 고객의 한 공급자의 직원들이 라이선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InterComm:
인터콤 “위탁” 라이선스는 공급업자가 PTC 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때 포함된 라이선스 조건에 동의하는 고객들의
공급자들에게만 임시적으로 위탁될 수 있다. 고객은 항시 위탁자의 사용 및 다운로드되는 라이선스 조건들의 준수에 대해
책임을 진다. 위탁자들은 이러한 라이선스와 관련한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위탁 라이선스는 라이선스가
PTC 로부터의 유지관리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때 자동적으로 만기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인터콤 소프트웨어의 Unix 버전이 메인소프트의 메인윈 전용 라이브러리에 통합될 때마다, 다음의 추가 조건들이 적용된다:
o

인터콤 소프트웨어에 접근권을 가진 사용자들의 수와 구매된 라이선스의 수가 3 대 1 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4 of 5

(Eng. rev. October 2006)

This document contains PTC product names and logos, many of which are protected by trademark. Refer to the “Legal Policies and
Guidelines” page of www.ptc.com for information about PTC approved use of these names and logos.

o

메인소프트웨어의 재산권과 라이브러리는 계약서의 약정 조건들과 같은 정도로 보호되어지며 라이선스 부여자는
메인소프트를 대신하여 어떠한 표상이나 보증도 하지 않는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이 라이선스 계약의 제 3 자
수혜자이다.

ESI 어댑터:
비생산 환경에서의 ESI 어댑터의 사용에 관해서는, 고객의 개발자들 중 75 명까지 오로지 ESI 어댑터의 테스트, 생산 전 수행 및
지원을 목적으로 ESI 어댑터에 대한 데스크탑 접근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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