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기관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교표
기윤실에서는 2007년부터 교회저작권운동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중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MS 오피스와 

아래아한글을 중심으로 종교기관을 위한 저렴한 가격정책을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글과컴퓨터(한

컴) 등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 5월부터 종교기관용 라이선스가 발표되게 되었습니다. 아래 각사

의 라이선스 정책을 비교하여 소개합니다. 기윤실에서는 추후 컴퓨터가 구동되기 위한 OS 프로그램 또한 

교회용 라이선스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범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한글과 컴퓨터(한컴) 심테크시스템

라이선스 제목 Church Package 종교단체용 라이선스 ThinkWise 교회용 라이선스

초기가격 199,000원(Church Package) 83,600원 55,000원(1 user)

추가 구매가격 99,000원(오피스 스탠더드) 83,600원
132,000원(3 user)
165,000원(5 user)
297,000원(10 user)

구성품

최초구매 : Church Package(MS 
오피스 스탠더드, 원노트, 익스프레션 
웹, 비지오, 퍼블리셔)

한컴 오피스 2007
(글, 넥셀, 슬라이드)

ThinkWise 5.0 Office
(마인드 맵 소프트웨어)

추가구매 : MS 오피스 스탠더드

할인율(정가기준) 약 80% 약 65% 50~70%

장점 기간 상관없이 언제나 구매가능 PC 대수 상관없이 구매 가능 PC 대수 상관없이 구매 가능

단점 PC 10대 미만 교회만 구매가능
5월 26일(월)~8월 29일(금)
프로모션 기간에만 구매 가능

8월 1일~12월 31일
프로모션 기간에만 구매 가능

구매문의 1544-4969 조윤정
장로교: 소프트이천 02-553-2331
그 외 교단 : 소프트플러스 
   조상범 과장 02-561-3036

파라미디어 : 02-419-7740

유의사항
① 교회명의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② 교회명의로 일정수량(예를 들어 10 copy)의 SW를 구매 후 일부 수량의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미자립교회 또는 특정 

교회를 후원하고자 하시는 개인 또는 교회에서는 구매할 때부터 후원하고자 하는 교회 명의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매뉴얼 소개
기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독점적인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기윤실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매뉴얼

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매뉴얼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연구원 두분

의 도움으로 집필하게 되었고, 전체를 소개하는 1권의 요약판과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소개하는 

6권의 사용자 매뉴얼(오피스, CD/DVD 레코딩, 압축, PDF 작성, 이미지편집)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윤

실 홈페이지(www.cemk.org)에 오시면 소프트웨어와 매뉴얼을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야 상용 소프트웨어 프리웨어, 공개소프트웨어

오피스
(워드프로세서)

MS 오피스, 한컴 오피스
아래아한글

오픈 오피스
(라이터, 칼크, 임프레스)

CD/DVD 제작 네로 윈도우의 CD/DVD 굽기 기능
파이널 버너 프리

파일 압축 알집, WinZip 에브리존집, 다집, 7집, 밤톨이, 빵집

PDF 제작(변환) 어도비 아크로뱃, PDF-Pro doPDF, PDForm 2006, PDF-Pro(독도, 문화재)

이미지편집 포토샵, 페인트샵 포토스케이프, 김프

 * 문의 : 기윤실 조제호 팀장(02-794-6200, jehoc@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