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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Expert Family 프로그램의 사용 가격
※ 특별계약기간 2018년12월20일 ~2019년1월31일 기준

StructuralExpert Family 프로그램들은 구조설계 실무자가 직접 개발하고 검증하였습니다.

뉴테크구조기술사사무소의 소프트웨어 웹페이지(www.newtechstructure.com/software/)에서 StructuralExpert 

Family 프로그램들의 주요특징, 적용범위, 정확성 검증 예, 실행 예, 사용자 매뉴얼, 타 프로그램과의 비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ructuralExpert Family 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 구분 모듈구성 용도

ComExpert(ver 18.1)

ComColumn 합성기둥 구조 검토 및 설계

ComBeam 합성보 구조 검토 및 설계

ComFloorVib 합성바닥구조 시스템 진동평가

SteelExpert(ver 18.1)

SteelColumn 강재기둥 구조 검토 및 설계

SteelBeam 강재보 구조 검토 및 설계

SteelStairVib 선형 강재계단 스트링거 설계 및 계단 시스템 진동평가

StructuralExpert Family 프로그램 사용 가격

프로그램 사용계약은 1개 라이선스/1년 단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1개 라이선스는 1대의 로컬 컴퓨터에서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계약기간동안 기준변경 반영 또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ComExpert(ver 18.1) : 1,200,000원(정상가격 1,500,000원)/1개 라이선스/1년, 부가세 별도

SteelExpert(ver 18.1) : 600,000원(정상가격 750,000원)/1개 라이선스/1년, 부가세 별도

계약기간별 1개 라이선스 기준 사용 가격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ComExpert SteelExpert ComExpert + SteelExpert

1년 1,200,000 600,000 1,620,000

2년 2,160,000 1,080,000 2,916,000

3년 2,916,000 1,458,000 3,936,000

 ※ 한 회사에서 동시에 다량(5개 또는 5세트 라이선스 이상)으로 계약하실 경우에는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년계약을 선택하는 경우 결제는 1회에 모든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첨부-1]과 같이 1년 마다 해당 연차에 맞

는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라이선스는 1년 단위로 발급되며, 해당연차의 라이선스 사용료 미입금시 라이선스 사용이 

중단되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사용 문의

프로그램의 사용 및 계약과 관련된 문의는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 : www.newtechstructure.com/software/buy/

이 메 일 : postmaster@newtechstructure.com

팩    스 : 02) 881-5597

전    화 : 02) 881-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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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다년계약을 선택한 경우 연차별 라이선스 사용료 납부금액

1) 계약기간 3년 선택시 연차별 납부금액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연차 ComExpert SteelExpert ComExpert + SteelExpert

1년 1,200,000 600,000 1,620,000

2년  960,000 480,000 1,296,000

3년 756,000 378,000 1,020,000

총계 2,916,000 1,458,000 3,936,000

2) 계약기간 2년 선택시 연차별 납부금액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연차 ComExpert SteelExpert ComExpert + SteelExpert

1년 1,200,000 600,000 1,620,000

2년  960,000 480,000 1,296,000

총계 2,160,000 1,080,000 2,9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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