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플랜 갱신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

멤버쉽 전환 최적의 기회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에 투자하신 고객만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으로 케어 플랜에 가입된 영구
라이센스를 특별한 가격에 멤버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점이 되면 특가 프로모션을 통해
오토데스크 인더스트리 컬렉션 멤버쉽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쉽의 다양한 혜택

향상된 액세스

제어 기능 강화

향상된 정보 제공

• 최신 제품 기능
• 기술 지원 서비스 확충 및 개선
• 연결된 클라우드 서비스

• 간편해진 관리
• 손쉬운 사용자 관리
• 제품 업데이트

• 사용량 보고
• 예산 계획

멤버쉽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멤버쉽 전환
프로모션이란?

갱신 시점에
전환 가능

최고의 가치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와
특별한 혜택을 누려 보세요.

만료 전 최대 90일

1회 전환 가능

꼭 필요한 기능

인더스트리 컬렉션으로
전환하고 더 큰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케어 플랜에 가입된 제품*을
특별한 가격에 멤버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도구와 기능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탁월한 유연성

*프로모션은 대부분의 제품에 적용됩니다.

원할 때 확장된 기능과 새로운 기능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컬렉션 멤버쉽 구매로
더 큰 혜택을 받으세요
워크플로우의 강력함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솔루션을 갖춘 최고의 제품들로
이루어진 인더스트리 컬렉션은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여 다양한 작업을 더욱 자신 있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컬렉션

제품 설계 및 제조 컬렉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컬렉션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
컬렉션을 이용하면 복잡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더욱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패키지로 각 프로젝트의 특별한 요구 사항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팀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의 배포 및 관리를
간소화하여 비용을 절감하십시오.

미래를 위한 준비
업계에서 가장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 출시된 버전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한발 앞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플랫폼, 리얼리티 캡처, IoT 및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등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제품의 폭을 넓혀 보십시오.

최대 3년간 가격 고정
지금 전환하고, 더 큰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2017년에는 케어 플랜 갱신 가격이 5% 인상될 예정이며 2018년에는 10%,
2019년에는 20% 인상될 것입니다. 멤버쉽으로의 전환을 서두르시면 최대 3년
동안 고정된 가격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추가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멤버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품은 어떤 것입니까?

현재 케어 플랜에 가입된 제품

멤버쉽으로 전환 가능한 제품

인더스트리 컬렉션:
•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컬렉션

Design & Creation Suite

• 제품 설계 및 제조 컬렉션
•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컬렉션

동일한 단품 제품 또는 인더스트리
컬렉션(최고의 가치)

단품 제품

일부 제품에는 이번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컬렉션이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개 이상의 오토데스크 제품을 사용 중이라면(또는 사용할 예정이라면)
할인된 가격으로 인더스트리 컬렉션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

놀라운
할인과 더불어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

•
•

AutoCAD, Revit, Inventor, Civil 3D, 3ds Max 또는 Maya 등
최고의 제품 사용 가능
업계에 최적화된 전문 솔루션과 워크플로우
프로젝트에 적합한 도구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

멤버쉽 기간 옵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경우 특가 혜택을 계속 누리실 수 있습니다.
케어 플랜 갱신 비용보다 낮고 신규 멤버쉽 비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연간 멤버쉽
2019년 5월 이전에 전환하고
연간 계약을 통해 1년 단위로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최대 3년
동안 같은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년(MULTI-YEAR)
멤버쉽

또는

다년 계약을 맺고 선불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멤버쉽 전환 최적의 기회

갱신 시기가 되면

멤버쉽으로 전환해 비용을 절감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공인협력업체에 문의하거나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www.autodesk.co.kr/campaigns/maintenance-to-subscription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참조하십시오. http://www.autodesk.co.kr/maintenance-to-subscription-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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