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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center LMS  
보충 약관 

 
본 Simcenter LMS 보충 약관("Simcenter LMS 약관")은 주문서에서 SIM-LMS("Simcenter LMS 소프트웨어")로 

명시되는 제품에 한하여 고객과 SISW 간에 체결된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EULA”)을 수정한다. 본 

Simcenter LMS 약관은 EULA 및 기타 해당 보충 약관과 함께 양 당사자 간의 계약("계약")을 형성한다. 

 

1. 정의. 여기에서 사용된 용어는 계약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본 Simcenter LMS 약관에는 다음의 

용어 정의들이 추가로 적용된다. 

(a) "수권 대리인"이란 고객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고객의 내부 사업 업무 지원을 위해 SISW 기술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고객의 컨설턴트, 대리인 및 도급업자를 의미한다. 

(b) "허가된 사용자"는 고객의 직원 및 수권 대리인을 의미한다. 

(c) "Simcenter LMS 제품군"은 Simcenter 3D, LMS Virtual 개별 제품군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Lab, 

Simcenter Amesim, SimcenterTecware, LMS Samtech Caesam 및 Simcenter Testlab이 포함된다.  

(d) “Simcenter LMS 토큰 제품”이란 고객이 밸류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각 제품을 의미하며, 그 세부사항은 

고객의 구매 일자를 기준으로 SISW에 의해 지정된다. 

(e) "지역"은 고객이 Simcenter LMS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국가를 의미한다. 

 

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유형.  개별 Simcenter LMS 소프트웨어 제품과 관련하여 하기의 라이선스 및 사용 

유형이 제공될 수 있다. 특정 제품에 대하여는 추가적 라이선스 및 사용 유형이 주문서에 명시되어 제공될 

수 있다.  각 라이선스는 주문서에 지정된 약관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서 허가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다.  

2.1 "플로팅 라이선스"는 란 같은 시점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허가된 사용자가 

주문서에 명시된 명수에 제한되며. Simcenter LMS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다음의 사용자 그룹에 한정 된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i) 동일한 직무 팀에 속하고, (ii) 주문서에서 명시된 고객의 사업장 또는 위치와 같은 

곳에 지리적으로 위치해 있는 사용자 그룹. 

 

2.2 "렌탈 라이선스"란 주문서에서 명시된 1년 미만의 한정된 기간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유지보수 서비스는 

임대 라이선스 수수료에 포함된다.  

 

2.3 "구독 라이선스"는 주문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한정된 기간의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유지보수 서비스는 구독 

라이선스 수수료에 포함된다. 다년 구독 기간의 경우, SISW는 구독기간 동안 라이선스 키를 새로 발급해야 

할 수도 있다..  

 

2.4 "백업 라이선스"는 고객의 백업 또는 비상안전용(failsafe) 설치를 위한 사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여되는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2.5 "동시 사용자 라이선스"는 어느 한 특정 시점에 MGSP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수권 사용자가 주문서에 명시된 명수에 제한되는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2.6 "기명 사용자 라이선스"는 Simcenter LMS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이 이름이 명시된 수권 사용자로 제한됨을 

의미한다.  고객은 매월 한 번씩 라이선스의 기명 사용자를 재지정할 수 있다.  

 

2.7 "노드-잠금 라이선스"는 Simcenter LMS 소프트웨어 사용을 고객이 지정한 단일 워크스테이션으로 

제한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제한을 관리하기 위해 하드웨어 잠금 장치 또는 동글(dongle)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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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영구 라이선스" 또는 "장기 라이선스"는 무기한으로 연장되는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영구 라이선스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2.9 "제품별 라이선스"는 Simcenter LMS 소프트웨어 사용이 Simcenter LMS 소프트웨어와 일대일로 연결되는 

제3자 제품의 개수에 제한됨을 의미한다. 

 

2.10 "서버 라이선스"는 Simcenter LMS 소프트웨어 사용이 지정된 단일 서버로 제한됨을 의미한다. 

 

2.11 "테스트/QA 라이선스"는 진행되고 있는 맞춤형 설치, 지원 및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해서만 허여된 

라이선스를 의미하며, 생산환경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2.12 "PLC"는 기본 라이선스 수수료를 의미하며, PLC/ALC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허여된 LMS Virtual.Lab 

제품에 대한 구독 라이선스의 시작 시점에 지급해야 수수료를 의미한다. PLC는 구독 라이선스의 첫 해에 

지불되는 수수료로, 첫 해의 LMS Virtual.Lab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와 그에 대한 유지 관리 및 지원 

서비스가 포함된다. 그 이후에는 ALC 수수료를 매년 지불한다.  

 

2.13 "ALC"는 연간 라이선스 요금으로, PLC/ALC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허여되는 LMS Virtual.Lab에 대한 구독 

라이선스의 두 번째 해부터  매년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ALC에는 (i) 해당 연간 기간 동안의 

LMS Virtual.Lab에 대한 사용 권리 및 (ii) 유지보수, 지원 서비스가 포함된다. 고객이 PLC 또는 현재 ALC에 

포함된 기간의 만료 전에 ALC를 주문하지 않을 경우, LMS Virtual.Lab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가 

해지된다. 

 

2.14 "YLC"는 연간 라이선스 수수료를 의미하며, (i) 1년 동안의 LMS Virtual.Lab 소프트웨어 사용권 및 (ii) LMS 

Virtual.Lab과 관련된 유지보수 및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는 구독 유형의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매년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연간 구독 기간 만료 시 구독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LMS Virtual.Lab에 대한 

라이선스가 해지된다. 

 

3. 토큰 사용 약관. 다음 조건은 Simcenter LMS 토큰 제품의 사용에 적용한다. 

 

3.1 "기본 라이선스"란 Simcenter LMS 토큰 제품과 관련된 Simcenter LMS 제품군에 해당하는 기본 사양에 

대한 영구 라이선스 또는 한정된 기간의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3.2 "Simcenter LMS 토큰"은 Simcenter LMS 토큰 제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토큰 라이선스로, 고객이 

Simcenter LMS 토큰을 구매한 일자를 기준으로 SISW에 의해 미리 지정한 구매가치가 할당되며, 이후 특정 

Simcenter LMS 제품군 내에서 특정 기능에 접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3.3 다음 조건은 Simcenter LMS 토큰 제품의 구매에 적용한다:  

(a) 고객은 이미 해당하는 기본 라이선스를 구매한 경우, Simcenter LMS 토큰 제품을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 

(b) 고객은 같은 Simcenter LMS 제품군에 해당하는 Simcenter LMS 토큰만을 사용할 수 있고, 서로 다른 

Simcenter LMS 제품군에 걸쳐 Simcenter LMS 토큰을 사용할 수 없다. Simcenter LMS 토큰으로 SISW 

고객 접근 및 사용 가능한 기능은 접근 일의 해당 기능의 가용성에 따라 달라진다. Simcenter LMS 토큰으로 

Simcenter LMS 제품군 내의 모든 기능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 고객은 Simcenter LMS 토큰 제품을 영구 라이선스 또는 기간이 한정된 라이선스로 구매할 수 있으며, 

그러한 Simcenter LMS 토큰의 기본 라이선스도 주문서에서 SISW와 고객간에 합의된 바에 따라 영구 

라이선스 또는 기간이 한정된 라이선스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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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고객이 특정 기능에 접근하기 위해 Simcenter LMS 토큰을 적용할 때, 미리 지정된 Simcenter LMS 토큰 

수가 사용되며, 고객이 접근한 기능에서 밖으로 나올 때 까지는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고객은, SISW가 

지정한 값에 따라 각 해당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Simcenter LMS 제품군과 관련해서, 충분한 

수의 Simcenter LMS 토큰을 보유한 경우에만 관련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다. 

3.4 고객은 다음의 사항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a) 고객이 영구 라이선스인 기본 라이선스에 해당하는 Simcenter 

LMS 토큰 제품을 구매했고, (b) Simcenter LMS 토큰 제품 또는 Simcenter LMS 제품군 내에서 기능과 

관련해서 수행되는 추가, 변경 또는 삭제 작업이 수행된 경우, 고객이 새로운 Simcenter LMS 토큰 제품 

및/또는 신규 또는 변경된 기능에 대한 접근은 접근 시점에, 고객에게 해당 Simcenter LMS 토큰 제품 및 관련 

기본 라이선스 모두에 대해 SISW와 현재 유효한 유지 보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LMS Virtual.Lab 폐기 

2019년 4월 1일부터 SISW는 모든 유형의 라이선스(PLC, ALC, YLC 또는 OTC)에 대해 LMS Virtual.Lab 

라이선스 판매를 중지한다. 또한 모든 현재 LMS Virtual.Lab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는 

2019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영구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LMS Virtual.Lab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해당 라이선스의 전체 약정 기간 동안 지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