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데스크 통합 브로슈어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주요 솔루션과 
2019년 프로모션 정보를 확인하세요.  

제품 설계 컬렉션



Autodesk Product Design & Manufacturing Collection

향상
수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설계 효율성 향상 

연결
모든 작업에 적합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2D와 
3D 워크플로우 연결

극대화
개발 과정 전반에서 
3D 모델의 가치를 극대화

오토데스크
인더스트리 컬렉션

이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인더스트리 컬렉션은 원하는 모든 것을 제작할 수 있는 강력한 솔루션입니다. 각 컬렉션에는 해당 산업에 필수적인 제품과 더불어 전문화된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2D 워크플로우와 3D 워크플로우를 연결하여 개발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설계 엔지니어, 게임 개발자까지 
오토데스크 인더스트리 컬렉션의 3D 워크플로우를 통해 보다 향상된 생산성과 최상의 결과물을 경험하세요.

선택 이유
설계, 고급 시뮬레이션, 5축 CAM 내포, 공장 배치를 위한 캔버스 내 워크플로우가 포함된 최고의 Inventor로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Fusion 360 등의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 기술과 더불어, AutoCAD와 함께 제공되는 모든 부문의 전문화 툴셋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품 

Inventor와 AutoCAD 등 언제나 작업에 적합한 도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스마트한 2D 및 3D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INVENTOR
기계 설계 및 3D CAD 소프트웨어 

INVENTOR NASTRAN
CAD에 내재된 유한 요소 해석 소프트웨어 

INVENTOR CAM
Inventor 및 SolidWorks 용 
통합 2.5 - 5 축 CAD/CAM 프로그래밍 
솔루션

AUTOCAD
2D 및 3D CAD를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Autodesk Architecture, Engineering & Construction Collection

Autodesk Media & Entertainment Collection

선택 이유
설계, 엔지니어링 및 건설을 위한 통합된 BIM 및 CAD 워크플로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빌딩 설계, 토목 인프라 또는 건설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더 효율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도구를 이용하여 최상의 성과를 얻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택 이유
전 세계 표준인 M&E 솔루션을 이용하여 영화, 광고, 게임, 애니메이션, 건축/제조 시각화 시장에서 창의적인 컨텐츠를 초안부터 결과까지 
빠르고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데이터가 호환되며, 유연한 절차 모델링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풍부하고 복잡한 
환경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Arnold Render를 이용하여, 추가 비용 없이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www.autodesk.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제품 

주요 제품 

최고의 성과를 내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Revit, AutoCAD 및 Civil 3D가 포함된 통합 BIM 도구를 제공합니다.

영화, 광고, 게임, 애니메이션, 건축/제조 시각화 등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제작을 위한 예술적 도구를 제공합니다. 

REVIT
건축 설계, MEP 엔지니어링, 구조 
엔지니어링 및 시공을 위한 기능을 모두 
포함한 BIM 소프트웨어 

CIVIL 3D
토목 엔지니어링 설계 및 문서화를 위한 
BIM 지원 

INFRAWORKS
계획, 설계 및 해석을 지원하는 지형 공간 및 
엔지니어링 BIM 플랫폼 

AUTOCAD
건축, 기계/전기/MEP 설계 등 
산업군 별  2D 및 3D CAD를 위한 
소프트웨어 

3DS MAX
게임 및 설계 시각화를 위한 3D 모델링, 
애니메이션 및 렌더링 소프트웨어 

MAYA
영화, 게임 및 TV를 위한 3D 애니메이션, 
모델링, 시뮬레이션, 렌더링 소프트웨어  

ARNOLD
높은 퀄리티의 렌더링 소프트웨어로 
Arnold의 체적 렌더링 시스템을 통한 
볼륨 렌더링 가능 

MOTIONBUILDER
3D 캐릭터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솔루션



서브스크립션 전환 프로모션을 통해 프로모션 대상이 되는 제품의 메인터넌스 플랜을 보유한 고객은 갱신 시점에 할인된 가격에 
서브스크립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알아야 할 사항

01
주요 서브스크립션 혜택

 더욱 간편한 사용 -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춰 최신 혁신 기술이 구현된 도구, 
기술 및 서비스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제어 - 필요할 때 적합한 제품과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 
및 비용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유용한 정보 제공 - 보고 도구와 경고 기능을 이용하여 제품 사용량, 지출, 
생산성, 향후 필요량 등을 평가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04
향상된 기술 지원

 서브스크립션으로 전환하면 메인터넌스 플랜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과 
더불어, 필요할 때 더 쉽고 빠르게 기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 요금 없이 기술 지원 전문가와의 전화 통화를 예약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서브스크립션으로 전환하여 할인 혜택 유지

 2028년까지 갱신 가격 지침 확대 - 2028년까지 2년마다 최대 5%로 
인상폭이 제한되므로 갱신하는 동안 할인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갱신하는 동안에는 신규 서브스크립션 또는 메인터넌스 
플랜 갱신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2028

2020년 5월 6일 프로모션 종료! 
올해가 이 특별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입니다.

서브스크립션으로 전환하고 더 큰 가치를 누리세요

02
2020년 5월 6일 프로모션 종료

 이번 갱신 시기가 서브스크립션 전환 프로모션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3년 서브스크립션을 선택하면 10%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지금 
서두르세요!

서브스크립션 전환 프로모션 



07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전환 옵션
 이 프로모션은 전환 대상 제품당 한 번씩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환할 때 올바른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제품이 필요하고, 해당 제품이 인더스트리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다면 
본 프로모션을 통해 인더스트리 컬렉션으로 전환하여 가장 큰 절감 효과와 최상의 
가치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사용10  단일 사용자 및 복수 사용자 액세스 서브스크립션을 처음 다운로드하고 활성화할 때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와 라이센스를 활성화한 후, 단일 사용자 액세스 서브스크립션으로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인터넷에 연결하면 됩니다.

08 사용자가 데이터 소유
 서브스크립션이 만료된 후에도 데이터는 사용자의 소유로 남아 있게 됩니다.
 메인터넌스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 생성된 모든 파일과 데이터는 
서브스크립션으로 전환한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관 위치(클라우드 또는 로컬 시스템)는 사용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09 데스크톱 앱과 클라우드 기반 앱 비교
 서브스크립션 고객의 데스크톱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은 관련 사용자 데이터와 
함께 로컬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응용프로그램은 클라우드에서 실행됩니다.

REVIT®

BIM 360TM

   05 이전 버전 사용 권한
 대부분의 경우 서브스크립션으로 전환한 후에도 메인터넌스 플랜 이용 당시에 
다운로드하고 활성화한 소프트웨어 버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브스크립션 이전 버전 적용 대상 목록에 따라 이전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브스크립션으로 전환 이용 약관 및 이용 조건을 참조하십시오.

2018
2017

2016

06 놓칠 수 없는 특가 혜택  
 유효한 메인터넌스 플랜에 가입된 고객만 이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메인터넌스 플랜이 만료된 후 뒤늦게 오토데스크 제품 서브스크립션 구매를 
결정하면 신규 서브스크립션 가격을 그대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 프로모션은 서브스크립션으로 전환하여 큰 폭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 3년 서브스크립션 할인 금액은 연간 서브스크립션을 3년 연속 구매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오토데스크 권장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서브스크립션 전환 프로모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다년(Multi-year) 
서브스크립션은 한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 일본의 경우 고객 그룹(자회사 포함)당 250 시트로 제한되며, 기타 지역에서는 100 시트로 제한됩니다.
서브스크립션 프로그램 및 혜택은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이용 약관 및 이용 조건 및/또는 서비스 이용 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격 및 계산은 현재 시점의 오토데스크 현지 SRP(권장 소비자 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SRP는 참조용으로만 
제공되며, 현지 통화 단위로 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 가격은 공인협력업체가 결정하며 환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는 환율 변동 또는 공인협력업체를 통한 구매에 대해 소급 할인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격은 제품/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고객이 구매한 신규 서브스크립션, 전환된 서브스크립션(예: 한 제품에 대한 서브스크립션에서 다른 제품에 대한 서브스크립션으로 전환한 경우), 대체 또는 후속 서브스크립션 
제품/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모션을 통해 구입하는 서브스크립션의 갱신 SRP는 2021년, 2023년, 2025년 및 2027년에 5% 이하로 인상되며, 2022년, 2024년, 2026년, 2028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서브스크립션 전환 프로모션 



* 3년 서브스크립션의 절감 효과는 권장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연간 서브스크립션을 3년간 연속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 가격은 공인협력업체에서 결정합니다. 서브스크립션 전환 
프로모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다년(Multi-year) 서브스크립션은 한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 일본의 경우 고객 그룹(자회사 포함)당 250 시트로 제한되며, 기타 지역에서는 
100 시트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FAQ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autodesk.co.kr/maintenance-plan/maintenance-plan-faq

오토데스크 3년 서브스크립션은 3년 동안 소프트웨어 가격을 보장하고 1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해 
최고의 투자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3년 서브스크립션을 구매하는 것이 탁월한 투자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효율성 향상
3년에 한 번씩만 갱신하면 되는 다년(Multi-year) 서브스크립션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매년 신규 서브스크립션을 설정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므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IT 관리자는 라이센스 관리가 간소화되므로 최종 사용자가 최신 버전을 바로 설치 및 실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구매 부서에서는 연간 소프트웨어 구매 주기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소프트웨어 예산
3년 서브스크립션을 이용하면 서브스크립션 전체 기간 동안 가격 보장 혜택이 제공되므로 소프트웨어 비용 
예측이 쉬워집니다.

추가적인 비용 절감 효과
3년 서브스크립션을 구매하면 최대 10%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놓칠 수 없는 혜택입니다.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소프트웨어 자동 갱신
서브스크립션 기간 사이에 공백이 생겨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년 서브스크립션을 선택하면 이러한 문제가 사라지므로 소프트웨어의 비즈니스 활용도가 
향상되고 결과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메인터넌스 플랜에서 
다년(Multi-year) 서브스크립션으로 
전환하는 것이 비즈니스를 위한 
최고의 선택인 이유

서브스크립션 전환 프로모션 



Microsoft 에서는 Window 7 에 대한 지원을 2020년 1월에 종료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Window 10 을 지원하는 서브스크립션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입니다. 

빌딩 설계, 공공 시설 및 
건축용 BIM 도구

제품 및 공장 설계용 
설계 엔지니어링 도구

엔터테인먼트 제작을 위한 
포괄적인 크리에이티브 도구

기간 한정: 
2019년 5월 7일 ~ 2019년 10월 25일

특별한 혜택
오토데스크 최신 인더스트리 컬렉션과 단품 제품의 1년 및 3년 서브스크립션에 대해 최대 20% 할인 혜택 제공

할인 혜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기: https://www.autodesk.co.kr/campaigns/global-promotion

컬렉션에 포함되는 제품

Revit

Civil 3D

InfraWorks

AutoCAD

컬렉션에 포함되는 제품

Inventor Professional

AutoCAD

Fusion 360

3ds Max

컬렉션에 포함되는 제품

Maya

3ds Max

MotionBuilder

Mudbox

기간 한정 프로모션!

영구 라이선스 제출 시
최대 20% 할인
1년 또는 3년 서브스크립션

기간 한정 프로모션!

영구 라이선스 제출 시
최대 20% 할인
1년 또는 3년 서브스크립션

기간 한정 프로모션!

영구 라이선스 제출 시
최대 20% 할인
1년 또는 3년 서브스크립션

서브스크립션 최대 20% 할인

더 스마트한 도구와 
간편한 사용

제품 설계 컬렉션

프로모션



Autodesk 및 기타 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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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 없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 및 사양과 가격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이 문서에서 발견될 수 있는 오기 또는 
그래픽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2019 Autodesk, In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