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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데스크탑 GIS “SuperMap iDesktop Advanced" 특별할인 프로모션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시아 1위, 전세계 3위 점유율(ARC Advisory Report)을 보유한 GIS 소프트웨어인 

SuperMap 제품의 도입으로 구매비용 경감 및 GIS SW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라이선스 저작권 이슈를 해소 드리고자 특별할인 프로모션을 추진합니다. 

3. 주식회사 에스피에이치는 2013년부터 SuperMap Software Co., Ltd.의 국내 총판

으로서 SuperMap 제품 공급과 교육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번 프로

모션을 통해 기능성 및 가격 합리성을 인정받은 SuperMap 도입으로 경제적 부

담을 완화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혜택을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4. SuperMap 특별할인 프로모션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제품도입을 희망하시는 

고객사는 아래 프로모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 다  음 -

        

가. 프로모션 대상 : SuperMap iDesktop 10i Advanced

나. 프로모션 특별할인율 : 40% 

다. 신청요건 : 붙임 신청서 제출사 (help@sphinfo.co.kr)

라. 신청기한 : 2021년 04월 30일(금)      

       

붙임 : 1. SpuerMap 특별할인 프로모션 내용 1식.

2. 특별할인 프로모션 가입신청서 1부.

3. 특별할인 프로모션 내용원문 (SPH 홈페이지(www.sphinfo.co.kr))

  

(주)에스피에이치 대표자 소 광 진



【붙임 1】

SuperMap 특별할인 프로모션 행사 내용 �

1. 추진배경

-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측량, 환경, 건축, 토목, 도시계획, 건설 업무에 필요한 

GIS SW의 다양한 활용과 도입이 필수적인 업무환경 속에 기존 업무에 활용할 수 있

는 제품 선택의 폭이 좁은 현실에서 ESRI社의 ArcGIS SW사용이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몇 년간 ArcGIS 저작권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수천에서 수억

원의 제품 가격과 높은 유지보수 가격의 부담으로 인한 제품도입의 어려움이 지속되

고 있으며 이는 기업 경영에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및 저작권 위반으로 기업의 예상치 못한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해야하는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근래 ArcGIS의 저작권 단속은 중견·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영세기업까지도 확대 및 강

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불이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

다.

  (최근 단속 사례)

단속업체 업종 단속건수(ArcGIS) 비고

로 OOOO 건축, 토목설계 2

한 OOOOOO 도시계획 2

우 OOOOOO GIS 9

한 OOOOO 건축, 토목설계 10

씨 OOO GIS 6

장 OOOOOO 건축, 토목설계 5

건 O 건축, 토목설계 1

삼 OOO GIS 2

젠 OOO GIS, 환경 18

동 OOOOO 도시계획 2

디 OOOOO GIS 2

- 이에 2013년 국내 도입 이후 산림청, 경찰청 등의 공공기관 및 다양한 분야의 민간

업체에 확산되면서 그 기술이 증명된 GIS SW인 SuperMap iDesktop을 특별한 할

인혜택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2. 목적

-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측량, 환경, 건축, 토목, 도시계획, 건설 업무를 수행 중인 

고객사를 위한 가격적 합리성을 갖춘 제품 도입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점차 강화되는 GIS SW 저작권 이슈에 대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의 활성화를 통한 

저작권 보호 대응

3. 프로모션 내용

- 행사명 : SuperMap iDesktop 특별할인 프로모션

- 구매대상 SW : SuperMap iDesktop Advanced License

- 신청기간 : 게시일로부터 2021년 04월 30일 까지

- 신청요건 : 붙임 신청서 제출사, 자사 업무에 직접사용(재판매 금지)

- 교육지원 : 무상교육 1회 지원

- 기타 익스텐션 라이선스는 별도 문의

- 가격비교 : 

� � � � �

Version/Extension 가격
(VAT별도)

비교제품

ESRI 가격
(VAT별도)

iDesktop Advanced  
 
 +Spatial Analyst ext
 +Network Analyst ext
 +Topology Processing ext

25,000천원

ArcGIS Desktop 
Advanced

(前, ArcInfo)
54,600천원

(spatial, network 
Ext 포함가) (74,100천원)

iDesktop Standard  
 
 +Spatial Analyst ext
 +Network Analyst ext
 +Topology Processing ext

15,000천원

ArcGIS Desktop 
Standard

(前, ArcEditor)
27,300천원

(spatial, network 
Ext 포함가) (46,800천원)

- iDesktop Advanced 제안가격(40% 할인) : 15,000천원 (VAT별도)

   1) Spatial, Network, Topology Processing Extension 기본포함 (ESRI 별도구매)

   2) SuperMap iDesktop Advanced은 네트워크 라이선스(설치 무제한) 제공으로 유저 수 제한없음 

      (Single Use 라이선스 아님)

   3) Standard 버전과 기능비교 : Extension 모듈 탑재, 고급 매핑(DLG데이터 자동 매핑, 다중 프로
세스 타일 생성, 타일 검사 및 iServer 서비스 릴리즈), 온라인 공유, iServer와 연동하여 
iDesktop에서 구성한 Map, Data Resouces, Layout 등을 iServer 서비스로 바로 Publishing 
가능, Desktop SDK 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을 개발 및 추가기능, 메뉴 커스터마이징 
제공

   4) ESRI 동일기능 제품가격의 20% 수준으로 제공



4. 실 도입 사례

- 업체명 : 도OOOO(주)

① ESRI 권한대리 법률사무소를 통해 “ESRI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실태파악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요청서” 내용증명을 받았으며 ArcGIS　Desktop 제품의 라이선

스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의심할만한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법적인 대응을 통보받음. 

② 구매검토를 하였으나 고가의 제품 구매에 대한 예산적 어려움으로 구매결정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SuperMap 제품 소개를 받고 SuperMap 제품을 구매함.

③ 이후 ESRI 추가 단속에 대한 우려로 SuperMap 정품구매 및 사용에 대한 답변공

문으로 법률사무소 대응함.

④ 추가적인 단속 이슈 없음.

⑤ SuperMap 제품교육 후 SuperMap 기반으로 도시계획, GIS 관련 업무 처리 중.

- 업체명 : (주)알OOOOO

① GIS SW 정품라이선스 도입 검토 중 SuperMap 문의 후 제품소개를 받음.

② 과거 ArcGIS 사용하였던 기능을 중심으로 SuperMap 기본교육을 통해 실 업무 

기능검토 및 도입가능성 검토를 마친 후 구매결정. 

5. SuperMap 소개 (첨부자료 및 홈페이지(www.sphinfo.co.kr) 참조)

- 1997년 설립 (4,000여명 직원, 1,000여명의 SW, R&D 엔지니어 보유)

- 글로벌 GIS 시장 점유율 3위, 아시아 GIS 시장 점유율 1위

- 아태지역 고속성장 500대 기업 선정(by Deloitte)

- 아시아·유럽·아프리카·남미 등 100여 개국의 국가·지역 진출

- 전세계 40여 개국의 유통파트너 보유

- Shenzhen Stock Exchange (300036.SZ)

6. 문의처 

- 사업본부 조영만 차장 (02-785-9910, help@sphinfo.co.kr)

- SPH 홈페이지(www.sphinfo.co.kr)



【붙임 2】

SuperMap 특별할인 프로모션 가입신청서 �

당사(또는 본인)은 (주)에스피에이치에서 제안하는 SuperMap iDesktop Advanced 특별

할인 프로모션 가입을 신청합니다.

신청회사 정보

회사명 (한글)  회사명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직원수  

담당자명  전화  

휴대폰  이메일주소  

*본 양식에 기재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본인 및 본 신청기업은 (주)에스피에이치가 제공하는 본 프로모션의 약관에 동의하며, 첨부

된 구매계획대로 성실히 라이선스를 구비함을 약속드림과 동시에, 이 등록 양식에 제공되는 

정보가 진실되고 올바르고 정확하게 표현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날짜:

회사명:

대표자:                    (인)

�

첨부. 구매계획

대상품목 구매수량　 구매시기

Supemap iDesktop 10i Advanced  

 +Extension -- Spatial Analyst
 +Extension -- Network Analyst
 +Extension -- Topology Process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