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odesk® 소프트웨어 제품은 이제 멤버쉽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토데스크 제품 멤버쉽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5가지 고정 관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토데스크 제품 멤버쉽 가입에 관한 5 가지 고정 관념 

1. "2016 년 이후에는 영구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없다."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의 영구 라이센스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전에 구매한 영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효력을 유지하며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향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어 플랜과 함께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이라면 케어 플랜 혜택 역시 계속 유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구 라이센스 변경 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2. "오토데스크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인터넷에 연결해야 하는 것이 싫다." 

처음 멤버쉽에 가입해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려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는 최대 30일까지 

오프라인 상태에서 오토데스크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0일이 되면 다시 인터넷에 연결해 라이센스를 

갱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다시 연결해야 하는 시점이 가까워지면 

7일 전에 미리 알림을 보내 드립니다. 다만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에는 언제나 인터넷 연결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내 파일과 프로젝트가 모두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다."  

오토데스크 제품 멤버쉽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 생성한 파일과 프로젝트는 로컬에 저장됩니다. 앞으로 더 이상 

멤버쉽을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모든 로컬 데이터를 개인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무료 Autodesk® 

A360 뷰어를 사용해 DWG 파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편집하려는 경우에는 오토데스크 멤버쉽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4. "언제나 오토데스크 제품의 최신 버전을 실행해야 한다." 

최신 버전의 오토데스크 제품과 모든 최신 업데이트를 활용할 수 있지만 업그레이드 여부나 업그레이드 시기는 

고객이 결정합니다. 오토데스크 제품 멤버라면 이전 버전의 소프트웨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오토데스크 이전 버전 사용 권한 적격성을 참조하십시오. 

 
 

5. "앞으로는 네트워크 라이센스 옵션이 제공되지 않는다." 

오토데스크는 현재, 여러 사용자가 네트워크 라이센스를 공유할 수 있는 멤버쉽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제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을 경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멤버에게는 최신 소프트웨어 및 이전 버전, 기술 지원 및 해외 사용 권한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플랜 혜택은 오토데스크 멤버쉽 이용 약관 및 이용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어, 지역 및/또는 제품에 따라서는 일부 오토데스크 플랜 혜택 및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며 서비스 약관에 명시된 지리적 제한이 적용됩니다. 

 

Autodesk 및 Autodesk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utodesk, Inc. 및/또는 그 자회사 및/또는 계열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제품명이나 상표는 각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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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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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com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http://www.autodesk.com/products/perpetual-licenses
https://a360.autodesk.com/viewer
https://a360.autodesk.com/viewer
http://www.autodesk.com/networksubscrip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