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멤버쉽을

최대 30%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
본 특별 프로모션은
2017년 2월 7일부터
2017년 4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보유하신 오토데스크 R14(1998)~2017 버전의 영구 라이센스*
를 제출하면 AutoCAD®, Inventor®, Revit, 새로 출시된
인더스트리 컬렉션을 포함한 프로모션이 적용되는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 제품의 3년 멤버쉽을 최대 30% 할인하여 구입
할 수 있습니다.
멤버쉽을 이용하면 효율성이 극대화되며 제품 활용이 더욱
쉬워지고 향상된 유연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품 선택:

AEC
Collection

PD
Collection

M&E
Collection

AutoCAD

AutoCAD
LT

3ds Max

Maya

Revit

Fusion 360

가정용 사용 권한, 해외 사용 권한, 이전 버전 사용 권한 제공
관리 도구
단일 및 복수 사용자 옵션을 선택 가능
보상 구매하는 신규 멤버쉽 제품은 제출한 이전 버전
라이센스의 제품과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들어, 보유하신 AutoCAD LT의 영구 라이센스를 제출하고
상위 제품인 AutoCAD, 인더스트리 컬렉션을 비롯 프로모션에
해당 하는 Autodesk 제품들을 할인 구매 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은 4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공인협력업체에게 문의하시거나
www.autodesk.co.kr/campaigns/global-promotion을 참조하십시오.
Autodesk, Inc. • 111 McInnis Parkway • San Rafael, CA 94903
*프로모션 적용 대상인 오토데스크 3년 멤버쉽을 구매할 때 유효한 케어 플랜을 보유하지 않은 이전 버전 R14(출시 연도 1998년) 영구 라이센스~ 2016 영구 라이센스 및/또는 2017 영구 라이센스를 제출한 경우, 제출한 라이센스
수만큼 오토데스크 권장 소비자 가격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받게 됩니다.
오토데스크 권장 소비자 가격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되고, 실제 소매가격은 공인협력업체가 결정합니다. 공인협력업체는 독립적 파트너로서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자체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는 언제라도 통지 없이 자체 판단에 의해 본 프로모션을 취소, 보류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 가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은 2017년 2월 7일부터 2017년 4월 21일까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쿠바, 이란, 북한, 수단, 시리아를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서 진행되며 다른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 업그레이드 및 마이그레이션을
포함하는 교육용 라이센스와 교육용에서 상업용으로의 전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토데스크 직원 구매 프로그램을 통해 구입한 제품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이번 프로모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프로모션은 본 행사에 참여하는 공인협력업체와 온라인 스토어에서만 제공됩니다. 공인협력업체 판매 가격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현지 오토데스크 공인협력업체에 문의해 주십시오. 전체 제품 목록, 상세 정보 및
제한 사항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www.autodesk.ko/campaigns/promoofferconditions-tc
Autodesk, Autodesk 로고, 3ds Max, AutoCAD, Inventor 및 Revit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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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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