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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프로그램 계약 관련 변경 사항(E365, EPS 포함) 

오늘 날짜: 2022년 11월 1일 

본 문서는 모든 예상 질문에 대해 다루고 SELECT, E365, EPS를 포함한 Bentley 비즈니스 

계약의 내용 및 체결 과정의 변경 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ELECT 프로그램 계약이란? 

SELECT 프로그램 계약은 당사의 기본 라이선스 계약으로 회계 부서가 Bentley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누릴 수 있는 권리사항에 대한 법적

한계를 정의합니다. 비록 'SELECT 프로그램 계약'이라는 명칭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본 

계약은 Enterprise 365(E365), Enterprise 365 Public Sector(EPS 또는 EPS-365)를 포함한 

기타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전제 조건으로도 사용됩니다. 

SELECT 계약 내용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한편, 업계 모범 사례 및 Bentley의 현행 기업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부합하도록 계약 체결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의 변경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질문을 참고하세요. 

변경된 사항은 무엇이고 회계 부서에 어떤 이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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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구조: 현행 SELECT 프로그램 계약은 특정 프로그램 약관이나 주제 분야에 관해 다룬 

항목을 포함하는 플랫폼이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계약 구조는 Bentley의 각 

시판 프로그램(SELECT, E365, EPS)에 적용 가능한 3개의 별도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부서는 구독하는 시판 프로그램에 맞는 별도의 독립 계약을 이행하게 됩니다. 이제 

회계 부서는 구독 중인 특정 시판 프로그램 관련 약관에만 동의하면 됩니다. 

계약 업데이트: 본 계약은 2014년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으므로 갱신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Bentley는 검토 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변경 사항이 표시된 버전을 

제공하므로 계약 관리자, 회계 조달 부서 직원을 포함해 변경 사항과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모든 사람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나요? 회계 부서에서 계약을 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효율적으로 개선된 계약 이행 절차를 통해 일부 단계를 생략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회계 부서로 URL이 포함된 제안서가 전송됩니다. 그러면 회계 부서는 이 

링크를 따라 계약 조건을 비롯해 새로운 계약 구조 및 기존 계약과 새 계약 간의 차이에

관해 설명한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 이용 약관 채택을 통해 회계 

부서에서 서명한 제안서를 Bentley 측에 돌려보내기만 하면 계약 체결 과정을 일방적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많은 회계 부서가 계약 측면에서 거래 속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3개의 새로운 계약은 각각 SELECT, E365, EPS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CSS에도 변경 

사항이 있나요? 

CSS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CSS 이용 약관은 이제 SELECT 및 E365 계약으로 

통합되었습니다. E365 수수료는 반드시 CSS를 통해 지급되어야 하므로, CSS 약관은 항상 

E365 구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SELECT에 속한 특정 제안(예: PWDI)에만 CSS 결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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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므로, CSS 약관은 CSS 이용 권한이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구독자에 한해 관련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