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데스크 3 년 멤버쉽은 3 년 동안 소프트웨어 가격을 보장하고 1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해 최고의 투자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3 년 멤버쉽을 구매하는 것이 탁월한 투자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효율성 향상 

3 년에 한 번씩만 갱신하면 되는 다년(multi-year) 멤버쉽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매년 신규 멤버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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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년 멤버쉽을 이용하면 멤버쉽 전체 기간 동안 가격 보장 혜택이 제공되므로 

소프트웨어 비용 예측이 쉬워집니다. 

 

추가적인 비용 절감 효과 

3 년 멤버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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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쉽 기간 사이에 공백이 생겨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년 멤버쉽을 선택하면 이러한 문제가 사라지므로 

소프트웨어의 비즈니스 활용도가 향상되고 결과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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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 플랜에서 다년(Multi-year) 멤버쉽으로 

전환하는 것이 비즈니스를 위한 최고의 

선택인 이유 

http://www.autodesk.co.kr/maintenance-plan/maintenance-plan-faq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소프트웨어를 케어 플랜에서 멤버쉽으로 전환했습니다. 추후에 멤버쉽을 3 년 
기간으로 변경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예. 갱신 시 멤버쉽 전환 프로모션을 통해 구매한 멤버쉽을 3 년 기간으로 전환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멤버쉽 기간을 변경할 경우 멤버쉽으로 처음 전환할 때 제공받은 가격 보장 혜택에 
영향이 있습니까? 

 

A. 다년(Multi-year) 멤버쉽을 선택하면 3 년 동안 가격 보장 혜택을 제공받게 되며, 
이는 처음에 프로모션을 통해 제공된 가격보다 10% 저렴한 가격입니다. 

 
Q. 지금 3 년 멤버쉽으로 전환하면 갱신 시점에 추가 할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A. 예. 3 년 멤버쉽을 선택하시는 고객에게는 지속적으로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2019 년 5 월부터 2020 년까지 적용되는 할인 혜택은 10%입니다. 그 이듬해에도 
여전히 할인이 제공되겠지만 해마다 실제 할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인율이 
달라질 경우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 언제든지 3 년 멤버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일반적인 멤버쉽과 달리 멤버쉽 전환 프로모션을 통해 취득한 멤버쉽은 갱신 
시점에만 3 년 기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 3 년 멤버쉽으로 전환할 경우 사전에 전체 금액을 결제해야 합니까? 

 

A. 예. 전체 금액을 미리 결제하시는 경우에만 추가적인 할인 혜택과 함께 멤버쉽 기간 
동안 가격 보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3 년 멤버쉽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나중에 짧은 기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A. 예, 나중에 갱신할 때 3 년 멤버쉽에서 1 년 멤버쉽으로 전환한 후 1 년 가격에 
해당하는 멤버쉽 전환 가격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이 제공되는 시점에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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