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임드 유저 라이센스 전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공인협력업체에 문의하십시오. 

현대의 비즈니스 방식에는 관리 작업을 
간소화해 주는 네임드 유저 모델이 
적합합니다.

1

새로운 라이센스 옵션은 다양한 비즈니스 
규모와 요구 사항에 맞는 관리, 지원, 제어 및 
보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2

사용 현황 데이터를 확인하여 누구에게 전용 
액세스 또는 유연한 액세스가 필요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1:1 소프트웨어 액세스 권한이 제공되므로 
직원은 필요한 도구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라이센스를 사용 중일 때도 
업무를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1:1 소프트웨어 액세스 권한이 제공되므로 
직원은 필요한 도구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라이센스를 사용 중일 때도 
업무를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제품 및 버전별로 사용 빈도를 확인하여 
라이센스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5

통찰력 있는 보고 기능을 통해 팀 협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6

효율적인 클라우드 기반 라이센스 관리 
방법이 사용되므로 일련 번호를 추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스탠다드 서브스크립션의 2단계 인증 또는 
프리미엄 서브스크립션의 단일 로그온 같은 
보안 기능으로 설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8

현재와 같은 수준의 비용으로 훨씬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으며 2028년*까지 할인이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10

보상 판매 프로모션

복수 사용자 서브스크립션 고객은 2023년 8월 7일 이전의 다음 
갱신일에,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으로 하나의 복수 사용자 
서브스크립션을 두 개의 네임드 유저용 스탠다드 
서브스크립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품(Standalone) 메인터넌스 플랜 고객은 2021년 
5월 7일 이전 첫 갱신 시점에, 한 개의 단품 메인터넌스 플랜을 한 
개의 스탠다드 서브스크립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2019년 
메인터넌스 플랜에 지불했던 것과 유사한 가격이 적용됩니다. 

또한 2020년 5월 7일-2020년 8월 6일까지 갱신 시점에 있는 현 
네트워크 메인터넌스 플랜 고객은 한 개의 네트워크 메인터넌스 
플랜을 한 개의 복수 사용자 스탠다드 서브스크립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19년 메인터넌스 플랜에 지불했던 것과 
유사한 가격이 적용됩니다.

전환 이후에 네트워크 메인터넌스 플랜 고객은 2023년 8월 7일 
이전의 다음 갱신일에 복수 사용자 네임드 유저 전환 
프로그램(Trade-in)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얻게 됩니다.

9

일련 번호가 아닌 사용자 기반 
라이센스로 전환하세요

무한한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오토데스크의 소중한 고객입니다. 소중한 고객 여러분께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오토데스크에서는 
일련 번호 기반의 라이센스 판매를 중단하고 새로운 사용자 기반 라이센스 출시를 결정했습니다. 기존 라이센스를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 판매 프로모션은 단품(standalone) 또는 네트워크 
메인터넌스 플랜의 경우 2020년 5월 7일, 복수 사용자 서브스크립션의 경우 2020년 8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일련 번호가 아닌 사용자 중심으로 라이센스를 전환하는 10가지 이유를 통해 어떤 혜택이 제공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효율적인 협업, 통찰력 있는 보고 기능, 
시간을 절약해 주는 편의성 등 더욱 편안한 사용자 환경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네임드 유저 라이센스로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이용 약관 및 이용 조건

전체 사용 약관 및 이용 조건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s://www.autodesk.com/company/legal-notices-trademarks/access-use/subscription-offerings/multi-user-trade-in-offer-terms
오토데스크는 언제라도 통지 없이 자체 판단에 의해 본 프로모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 보류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프로모션을 통해 구입한 스탠다드 서브스크립션의 갱신 SRP(권장소비가 자격)는 2021년, 2023년, 2025년, 2027년에 최대 5% 이내로 인상되며 2022년, 2024년, 2026년, 2028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3년 서브스크립션 할인 금액은 연간 서브스크립션을 3년 연속 
구매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SRP와 비교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현재 메인터넌스 플랜 가격은 2020년 8월 7일이후 갱신 시 20% 인상될 예정입니다. 
본 프로모션은 메인터넌스 플랜 및 복수 사용자 서브스크립션 플랜 갱신 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수 사용자 또는 네트워크 메인터넌스 플랜 고객은 2023년 8월 7일 이전의 다음 갱신일에 하나의 복수 사용자 서브스크립션 또는 네트워크 메인터넌스 플랜을 두 개의 네임드 
유저용 스탠다드 서브스크립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은 다른 리베이트 또는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될 수 없으며 법률로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본 프로모션에는 사전에 게시 및 제공되는 특수 이용 약관 및 이용 조건이 적용됩니다. 서브스크립션 
프로그램과 혜택은 다양하며 해당 이용 약관 및 이용 조건 및/또는 서비스 이용 약관을 따릅니다. 실제 소비자 가격은 공인협력업체가 결정하며 환율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는 환율 변동 또는 공인협력업체를 통한 구매에 대해 소급 할인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격 책정은 제품/오퍼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가격은 통화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격 정책은 메인터넌스 플랜 고객이 서브스크립션 전환 프로모션을 통해 서브스크립션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가격 정책은 제품의 판매 여부와 재고 유무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고객이 신규 구매한 
서브스크립션, 전환된 서브스크립션(특정 제품의 서브스크립션을 다른 제품의 서브스크립션으로 전환한 경우) 또는 대체 또는 승계 서브스크립션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토데스크는 라이센스 또는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료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포함한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설치, 액세스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해당하는 라이센스 또는 서비스 계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라이센스 권한 및 서비스 자격으로만 제한되며 해당 계약의 모든 이용 약관을 수락 및 준수해야 합니다. 서브스크립션을 구매한 경우 제공 여부에 따라 고정된 가격에 월별 또는 연간 기준으로 자동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일부 혜택 및 구매 옵션은 언어, 지역,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며 서비스 약관에 명시된 지리적 제한이 적용됩니다.
오토데스크 공인 파트너는 독립적 파트너로서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자체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채널 파트너 판매 가격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광고에 포함된 할인율 및 절감액은 지정된 제품에 대한 오토데스크 권장 소매 가격(세금 제외)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토데스크의 권장 소매 가격은 참조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현지 통화로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소매 가격은 담당하는 공인협력업체가 결정하며 환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utodesk, Autodesk 로고, AutoCAD LT, 3ds Max, ArtCAM, AutoCAD, Civil 3D, FeatureCAM, Infraworks, Inventor, Inventor LT, Maya, Maya LT, MotionBuilder, Navisworks, Revit, Revit LT, Robot, Showcase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utodesk, Inc. 
및/또는 그 자회사 및/또는 계열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다른 모든 브랜드 이름, 제품 이름, 상표는 해당 소유권자의 소유입니다.  Autodesk는 언제라도 통지 없이 제품 및 서비스 제공물 및 사양과 가격을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이 문서에 나타날 수도 있는 인쇄상 또는 
그래픽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2021 Autodesk, In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