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데스크 서브스크립션을
이용해야 하는 주요 이유

> 이동성 향상

Autodesk Cloud로 작업
방식을 개선하십시오.
오토데스크 서브스크립션에서는 Autodesk®

Cloud를 통해 더 많은 용량과 기능을 제공하여
고객의 이동성을 높이고 협업을 개선하며 설계를

Autodesk Cloud 문서 서비스는 서브스크립션 고객들에게 서브스크립션에
가입한 각 라이센스마다 3GB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에 설계
문서를 저장해 놓으면, 언제 어디서든 웹 브라우저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작업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유무에 상관 없이 워크플로우를
확장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업 개선

최적화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Autodesk Cloud 문서를 이용하면 데스크톱 소프트웨어 없이도 시간과

또한, 오토데스크 서브스크립션에서는 최신

장소, 대상에 구애 받지 않고 설계 파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온라인 기술 지원 및

웹 브라우저를 통해 또는 모바일 기기에서 Autodesk® Design Review

유연한 라이센싱 권한과 더불어 3GB의 Autodesk

Cloud 문서 저장 용량을 제공하고 일부 제품 및
Suite에 대해서는 렌더링, 에너지 분석, 설계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해 2D 및 3D DWF™ 파일을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utoCAD® WS를 사용해 클라우드에서

최적화, 견고한 협업 등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DWG1 파일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서브스크립션을 통해 Autodesk
Cloud 저장 용량을 늘리면 더 많은 설계도를 공유하고 협업을 강화하며

대한 전용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프로젝트 결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위치 찾기

서브스크립션에 따라 전용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브스크립션에서 이용할 수 있는 Autodesk

있기 때문에 데스크톱에 국한되지 않고 더 많은 설계 옵션을 비교 및

Cloud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autodesk.co.kr/cloud를 확인하십시오.

> 다양한 Autodesk Cloud 기능
이러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클라우드에서 컴퓨팅 집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시각화하고 협업을 강화하며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는 일부 제품 또는 Suite로 서브스크립션에 가입할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렌더링: 보다 짧은 시간 안에 설계 대상의 더욱 사실적인 이미지와
파노라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 Autodesk® Revit® 개념적 에너지 분석: 여러 설계 옵션의 에너지 및
수명 주기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근거로 더욱 지속 가능한
설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Autodesk® Green Building Studio®: 여러 가지 설계 옵션을
비교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 Autodesk® Buzzsaw®: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내/외부 팀들과 공유 및
교환할 수 있는 협력적 웹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Autodesk® Inventor® 최적화: Autodesk Inventor에서 클라우드
기반 설계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여러 가지 설계 옵션의 성능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
서브스크립션은 최신 소프트웨어 버전 및 제품 기능 강화 버전을 이용해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수단이며, 항상 최신 기술과 설계 도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 편리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서브스크립션 고객은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출시되면 오토데스크 서브스크립션
센터에서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제품 업그레이드 또는 기타
제품 기능 강화 버전의 경우에도 이제는 더 이상 박스 배송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오토데스크 전문가의 온라인 기술 지원
서브스크립션 고객은 서브스크립션 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오토데스크 제품 지원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으며, 전문가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설치와 구성을 도와줍니다. 서브스크립션은 모든 지원 사례의 웹 기반 추적 및
관리 기능도 제공하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이 물어본 질문과 그 답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브스크립션 고객은
필요에 따라 프리미엄 레벨 오토데스크 기술 지원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 유연한 라이센싱 권한
서브스크립션이 제공하는 유연한 라이센싱 권한으로 소프트웨어의 이전 버전과 최신 버전에 모두 액세스할 수 있고,
가정용 컴퓨터와 사무용 컴퓨터에 모두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으며, 라이센스를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이전 버전 권한–라이센스를 받은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이나 이전 버전을 실행할 수 있으며(대부분 제품의 직전
세 버전까지만) 이용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 홈 사용 권한–라이센스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무실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액세스할 수 있으며,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 타지역 사용권–라이센스 받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국가 외 지역에서 90일 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 관리 도구
오토데스크 서브스크립션 센터에서는 다양한 관리 도구를 사용해 서브스크립션 혜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범위 보고서–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추적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번호, 계약 시작일/종료일,
그룹명, 제품 세부 사항 등 각 서브스크립션 계약의 유용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갱신 보고서–만료까지 90일이 채 남지 않은 계약과 관련된 업데이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관리 기능 및 도구–본인의 서브스크립션 혜택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utodesk.co.kr/subscription을 확인하십시오.

제품이나 지역에 따라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토데스크 리셀러나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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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G 는 오토데스크의 AutoCAD® 소프트웨어를 위한 네이티브 파일 형식이며 Autodesk, Inc.의 상표이기도 합니다.

Autodesk, Autodesk 로고, Autodesk Inventor, DWF, DWG, Buzzsaw, Green Building Studio 및 Revit은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utodesk, Inc. 및 자회사/계열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명, 제품명 또는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Autodesk는 언제든지 사전 통지 없이 제품 및 서비스 제공물, 사양 및 가격을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이 문서에 나타날 수도 있는 인쇄상 또는 그래픽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2011 Autodesk, In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