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desk
Media & Entertainment
Products Guidebook
2015
®

SUITES

Autodesk Entertainment
Creation Suites 2015
®

원하는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 스컬프팅 및 페인팅. 실시간 애니메이션.
싱글 스텝 데이터 공유.

새로운 기능
Autodesk Maya 2015
Bifrost 절차식 효과 플랫폼
XGen Arbitrary Primitive Generator
Geodesic Voxel Binding
ShaderFX 비주얼 쉐이더 편집기
Autodesk 3ds Max 2015
포인트 클라우드 지원

Python 스크립트 작성
고급 ActiveShade 렌더링

산업을 선도하는 3D 애니메이션 도구 세트를
살펴보십시오.

실시간 가상 제작 및 캐릭터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인

Autodesk® Entertainment Creation Suite 2015 제품은
경제적인 포괄적 제작 솔루션으로 시각 효과, 3D 게임
개발, 기타 3D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사용하는 도구로 가득합니다.

Standard 버전은 3D 모델링 및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인
Autodesk® Maya® 2015 또는 Autodesk® 3ds Max®
2015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디지털 스컬프팅 및
페인팅 소프트웨어인 Autodesk® Mudbox® 2015와

Autodesk® MotionBuilder® 2015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Ultimate 버전의 경우, Standard 버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물론, Maya 및 3ds Max뿐만 아니라,
시각 효과 및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인 Autodesk®
Softimage® 2015까지 제공합니다.
모습과 느낌이 일관된 모든 구성 요소 및 싱글 스텝 상호
운용성 워크플로우를 바탕으로 통합된 이 패키지 제품은
각 제품을 개별적으로 구입할 때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뷰포트 성능 개선

ShaderFX 비주얼 쉐이더 편집기
Autodesk Softimage 2015
Alembic 캐싱
ICE 기능 향상
mental ray 기능 향상
애니메이션 형식의 Syflex 클로스 맵(Cloth Map)
Autodesk Mudbox 2015
새로운 대칭 옵션

Sculpt Layer 및 Paint Layer 그룹
텍스처 지원 및 업데이트 기능 향상
캘리퍼(Caliper) 도구

Autodesk MotionBuilder 2015
Microsoft® Kinect® 지원
고급 카메라 옵션

Moves 컨텐츠 라이브러리

Iron Man 3, © 2013 Marvel

KILLZONE Shadow Fall, 이미지 제공: Guerrilla Games

Entertainment Creation Suite 2015 버전
포함된 소프트웨어 제품

Standard: 3ds Max

Autodesk Maya
Autodesk 3ds Max

Standard: M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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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tchbook Designer 제품은 2015 버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세계 표준 애니메이션 패키지인 Maya는 훌륭한 리깅
성능을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 간에 이동이 상당히
용이하고 각 작업에 대한 적응성 또한 매우 탁월한

있습니다.

Autodesk Maya 2015

XGen Arbitrary Primitive Generator

Maya 2015는 고급 캐릭터 및 효과 도구 세트에 새로운

이제, 여러분은 Walt Disney Animation Studios가

기능을 더해주는데, 이를 테면, 액체를 사실적으로

흥행작 Frozen, Tangled, Bolt에서 활용한 기술과 Pixar

시뮬레이션 및 렌더링하고, 모발, 모피, 깃털, 풀, 나뭇잎
새롭고 강력한 도구 세트가 있습니다. 그 밖에, Pixar의

Animation Studios가 Toy Story 3에서 이용한 것과
똑같은 XGen Arbitrary Primitive Generator 기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XGen은 폴리곤 메쉬의 표면에

OpenSubdiv 라이브러리 지원, 강화된 폴리곤 모델링
도구, 새로운 UV 옵션 등이 작업 속도와 생산성 향상에

연출해 가다듬고 대형 배경에 풀밭, 나뭇잎, 나무, 바위,

기여하는 한편, 새로운 노드 기반 비주얼 쉐이더

잔해의 흔적 등을 신속히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편집기는 뷰포트에서 직접 복잡한 실시간 쉐이더를

형상은 렌더링 과정에서 절차식으로 만들어지며 Maya

만들고 미리 볼 수 있는 아티스트 중심의 도구를

Viewport 2.0 하드웨어 가속 디스플레이에서 대화식

제공합니다.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Maya 2015에 새로 도입된 주요 기능

Geodesic Voxel Binding

Bifrost 절차식 효과 플랫폼

완전하게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통합되어 있는 Bifrost는 액체를 사실적으로 시뮬레이션
및 렌더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그 결과, 고성능

Viewport 2.0 하드웨어 가속 디스플레이에서
대화식으로 미리보고 NVIDIA® mental ray®
렌더러에서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파티클 서페이서에서 액체를 메쉬로 만들 것인지 보셀
(Voxel)을 직접 렌더링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드 등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기능 모음 중에서 원하는

각 기본 노드의 내부 작동 원리를 자세히 살펴볼 수

Image Engine

효과 플랫폼이 도입되었습니다. Maya에 완벽히

다음, 부동점 값, 산술 연산, 텍스처 맵, 노멀 맵, 컬러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재질은 Viewport 2.0에서

캐릭터 리거

개발해 용이성을 한 단계 더 높인 새롭고 강력한 절차식

간편한 클릭-드래그 작업으로 여러 노드를 연결한

실시간으로 시각화 가능합니다. 또한 고급 모드를 이용해

– Tim Forbes

Maya 2015에는 업계에서 유명한 Naiad 기술로

ShaderFX 실시간 비주얼 쉐이더 편집기로 고급 HLSL,
GLSL, CgFX 뷰포트 쉐이더를 쉽게 만들어보십시오.

항목을 선택해 쉐이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등을 만들고, 캐릭터 스키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ShaderFX

곡선, 구, 사용자 형상을 생성해서 모발, 모피, 깃털 등을

OpenSubdiv
이제, Maya에서 Pixar가 오픈 소싱하는 OpenSubdiv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서브디비전 표면을 나타내고
병렬 구조로 이루어진 CPU와 GPU 아키텍처를 모두
활용하여 형상 변형 속도를 대폭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렌더링을 거치지 않고 대화식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시각화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층
더 개선된 WYSIWYG 환경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크리에이티브 의도를 더욱 정확히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OpenSubdiv 표면은 Pixar의

RenderMan® 렌더러로 만든 표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Geodesic Voxel Binding은 형상을 접합부 골격에
결합할 수 있는 새롭고 획기적인 스키닝 기법 중 하나로,
곧바로 제작할 수 있을 정도의 고품질 결과물을 클릭
몇 번만으로 더욱 빠르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볼륨(Volumetric) 스키닝 기법들도 사용 방법이
간단하기는 하지만, Goedesic Voxel Binding은 빈틈
없고 비복합 구성요소나 겹치는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형상까지 처리할 수 있어 다른 기법들과는
차별화됩니다. 이처럼 복잡한 형상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실제 제작 메쉬입니다.

Mr Hublot, © ZEILT productions, Arte, Watt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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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아티스트나 소그룹에 소속된 아티스트에게는
빠른 문제 해결이 관건인데, 그런 점에서 3ds Max는
훌륭한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습니다.”
–Tomek Baginski
감독

Platige Image
The Crew, 이미지 제공: Unit Image

조명이나 재질이 변하는 과정을 대화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 결과물을 수정하기가 한결 더 수월해집니다.

iray와 mental ray 모두, 대화식 업데이트 속도가
향상되고 뷰포트 탐색과 전환, 조명 매개변수 조정 등의
작업에서 특정 장면의 변경 사항을 더 많이 캡처하여
업데이트의 정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강화된 뷰포트 성능
여러 개선 사항 덕분에 탐색, 선택, 뷰포트 텍스처
베이킹이 가속화되고 상호 작용성이 크게 개선되어 3ds

Max 뷰포트의 작업 속도가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고밀도 메쉬와 텍스처 맵이 다수 포함된 장면일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러합니다. 더욱이, 이제는 안티앨리어싱을
활성화하더라도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더욱 충실도 높은 환경에서 속도 저하 없이 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ShaderFX

Autodesk 3ds Max 2015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셋, 고급 뷰포트 성능, 새로운
장면 관리 워크플로우 등을 지원하는 3ds Max 2015는

마지막으로, mental ray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렌더링할 때 음영을 적용하여 CG 객체를 더욱
사실적으로 시각화함으로써, 결과물을 보다 정확하게

ShaderFX 실시간 비주얼 쉐이더 편집기를 이용해 고급
HLSL 뷰포트 쉐이더를 쉽게 만들어보십시오. 간편한
클릭-드래그 작업으로 여러 노드를 연결한 다음 부동점
값, 산술 연산, 텍스처 맵, 노멀 맵, 컬러 노드 등으로

표현하거나 애니메이션 장면을 사전 시각화할 수도

이루어진 강력한 기능 모음 중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있습니다.

쉐이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Python 스크립트 작성

시각화 가능합니다. 또한 고급 모드를 이용해 각 기본

렌더링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손쉽게 배울 수 있는 보편적인 Python® 스크립트 작성

노드의 내부 작동 원리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Python® 스크립트 작성을 지원하는 3ds Max 2015는

언어에 대한 지원이 새로 추가된 덕분에 3ds Max

아무리 복잡한 작업도 속도 저하 없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답성이 진일보한 ActiveShade는

mental ray를 비롯해 새로운 아티스트 중심의 노드
기반 비주얼 쉐이더 편집기를 지원하므로 조명, 음영처리,

확장 및 맞춤 구성이 한결 더 수월해졌습니다.

만들어진 재질은 3ds Max 뷰포트에서 실시간으로

2015를 확장 및 맞춤구성하기가 한결 더 수월하고,
이를 Python 기반 파이프라인에 통합하는 것 또한

3ds Max 2015에 새로 도입된 주요 기능
포인트 클라우드 지원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이제, MAXScript와 3ds Max
명령행에서 Python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Python 스크립트에서 MAXScript 코드를

실제 모델을 포인트 클라우드로 캡처한 대용량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비롯해 3ds Max SDK

데이터셋을 가져오고 시각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의 일부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통해, 실제 참조를 바탕으로 더욱 정밀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3ds Max 뷰포트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트루 컬러로 확인하고 표시된 클라우드의
범위를 대화식으로 조정하고 포인트 클라우드 정점으로
스내핑해 컨텍스트에서 새로운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ActiveShade 렌더링 기능
지금까지 NVIDIA® iray® 렌더러만 지원하던

ActiveShade 미리보기 렌더링 창에서, 이제 mental
ray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ActiveShade를 이용하면

BATMAN™: ARKHAM ORIGINS SOFTWARE © 2013 WARNER
BROS. ENTERTAINMENT INC. 이미지 제공: WB GAMES
MONTRÉ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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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 Who, 이미지 제공: Milk

Autodesk Softimage 2015(최신 버전)
Softimage 2015는 오늘날의 까다로운 엔터테인먼트
제작 작업에서 필요로 하는 상당히 디테일한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ICE 플랫폼 기능 향상, 지금까지 NVIDIA mental
ray® 렌더러에서 볼 수 없었던 기능, Syflex 직물에서
애니메이트할 수 있는 웨이트 맵(weight map) 등이
작업의 범위를 넓혀주는 동시에 mental ray의 Alembic

메모리 활용 방법, ICE 트리 편집 시 응답성 향상을 위한
오프라인 편집 및 소거, ICE 편집기의 다양한 워크플로우
개선 효과 등을 통해 ICE에서 복잡하고 상당히 디테일한
효과를 만들고 편집하는 것이 더욱 쉽고 빨라졌습니다.

®

캐싱과 점진적 렌더링 기능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oftimage 2015에 새로 도입된 주요 기능
Alembic 캐싱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mental ray 기능 활용
지금까지 Softimage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볼 수
없었던 기능을 mental ray 문자열 옵션을 이용해

NVIDIA® mental ray® 렌더러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것으로는

Light Importance Sampling과 Native Image Based
Lighting이 있습니다.
mental ray의 점진적 렌더링 지원

이제, Softimage에서 Alembic 오픈 컴퓨터 그래픽

mental ray의 점진적 렌더링을 이용해 먼저 완전한

인터체인지 프레임워크 형식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저화질로 렌더링한 후 단계적으로 가다듬을 수

Sony Pictures Imageworks Inc. 및 Lucasfilm
Ltd.와 공동 개발한 Alembic은 복잡한 애니메이션 및

있어, 완전한 품질의 렌더링 결과가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응용프로그램과는 무관한 베이킹

있습니다.

않고도 쉐이더와 조명을 더욱 신속하게 조정할 수

형상으로 만듭니다. 따라서 부서 간(예: 애니메이션팀과
조명팀 간)에 대용량 데이터셋을 더욱 쉽게 교환할 수
있어 완벽히 편집 가능한 장면 데이터를 전송할 때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오버헤드와 손실을 줄이기
쉽습니다.

ICE 성능 및 유용성 향상

Syflex 직물에서 애니메이트할 수 있는 웨이트 맵
(weight map)
이제, Syflex 직물 시뮬레이션에서 맵 시퀀스를 이용해
각종 프레임별 속성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흥미롭고 정교한 시뮬레이션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물 속에서 직물을 꺼내 물이 마르면서 직물의

ICE 플랫폼이 한층 더 강력해진 성능과 유용성을 제공해

무게가 점차 줄어드는 과정을 일련의 맵을 이용해

사용자는 놀라운 대규모 절차식 효과를 보다 짧은 시간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시간에 따른 직물의 질량

안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성능과

속성을 애니메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제공: UVPH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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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Mudbox 2015
Mudbox 2015는 한층 더 개선된 실제 제작
워크플로우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메쉬 수정 기능, 새로운 Sculpt Layer 및 Paint

Layer 그룹, 특히 Maya 2015* 등 다른 컨텐츠 제작
솔루션과의 보다 강력해진 상호 운용성 등을 지원합니다.

Symmetrical 도구로는 토폴로지 변경 없이 축 1개
이상에서 기존의 메쉬에 신속히 대칭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은 언뜻 보기에는 대칭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실물에서 스캔한 모델에 특히 유용합니다.

Sculpt Layer 및 Paint Layer 그룹

이제, 토폴로지 변경 중 또는 별도의 프로세스에서

이제, Sculpt Layer 및 Paint Layer를 레이어 그룹으로

토폴로지 대칭 메쉬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culpt

조직화할 수 있어, 복잡한 장면에서 특정 레이어를

Layer 및 Paint Layer 그룹화를 통해 작업의 각 단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식별해 표시 여부를 설정하면서 특정

더욱 쉽게 구성하고 각 단계를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작업에 집중하거나 한 번에 다수의 레이어를 복제하는

있습니다.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Sculpt Layer 그룹은 Maya

* “상호 운용성 향상” 단원 참조.

2015에서 Blend Shape 대상을 수신하여 저장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반면, Paint Layer 그룹은 서로

Mudbox 2015에 새로 도입된 핵심 기능

이미지 제공: Dan Roatry

다른 레이어를 수동으로 병합하거나 내보낼 그룹을
평면화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칭 옵션
이제, 메쉬의 토폴로지를 변경할 때 토폴로지 대칭

강화된 텍스처 내보내기 및 업데이트

결과를 강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소스

텍스처 내보내기와 업데이트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토폴로지를 기준으로 한 대칭(Symmetry)이 가능하므로,

이제, 채널과 페인트 레이어마다 각기 다른 내보내기

메쉬가 토폴로지 대칭과 공간 비대칭(예: 한쪽 입꼬리가

경로를 설정할 수 있고 경로를 저장해 놓고 후반 공정은

올라간 채 웃고 있는 얼굴)을 모두 유지할 수도 있고

물론, Mudbox의 쉐이더 지원 여부에 관계 없이 페인팅

완벽한 대칭 결과를 얻기 위해 로컬 축이나 월드 축을

작업 도중 클릭 한 번으로 다수의 텍스처를 반복적으로

기준으로 대칭을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맞춤 또는 전용

페인팅 및 스컬프팅 디테일을 복사할 때 소스의

파이프라인 내에서 반복 페인팅 워크플로우의 유연성을

한 쪽에서 복사하는 방식과 양쪽에서 복사하는 방식 중

높이고 수동으로 재연결하는 횟수를 줄여 생산성 개선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Make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47 Ronin, 이미지 제공: Milk

새로운 캘리퍼(Caliper) 도구
새로 도입된 캘리퍼(Caliper) 도구로는 한 모델 또는
곡선 위에 있는 두 점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메쉬가 원하는 실제 축척과 일치하도록 하거나
각각 만든 다른 객체 또는 환경과 어울리도록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Intel HD 그래픽 4000 지원
이제, Mudbox를 특정 하드웨어 구성 상태에서 실행할
수 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구성은 Intel® HD 그래픽

4000이 장착된 프로세서를 탑재한 Windows® 8 운영
체제 하이브리드 태블릿/PC입니다. 이로써, 더욱 다양한
하드웨어를 이용해 Mudbox에서 펜 기반 멀티 터치
워크플로우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Autodesk® Entertainment Creation Suites 2015

Autodesk MotionBuilder 2015
MotionBuilder 2015는 저렴한 보급형 모션 캡처
장비와 사전 구성 무브(move) 라이브러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급 카메라 옵션으로는 실제 영화 제작 기법을 더욱
사실적으로 적용해 감독의 제작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MotionBuilder 2015에 새로 도입된 핵심
기능
보급형 모션 캡처 장비 지원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는 Microsoft® Kinect® 보급형
모션 캡처 장비를 이용해 실제 사람의 동작을 손쉽게
캡처하고 이를 이용해 MotionBuilder 캐릭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Kinect는 Windows® 운영 체제에서
지원됩니다. MotionBuilder 인터페이스에서는 기타
유사 기기에 대한 지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고급 카메라 옵션

상호 운용성 향상

애니메이트 가능한 심도(Depth of Field)는 실제

더욱 탄력적인 마커 배치

카메라의 조리개 조정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면서 초점이

이제, 싱글 스텝 상호 운용성 기능의 하나로 Maya

맞춰져 있는 객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Follow Focus
옵션으로는 카메라의 초점을 장면 내 특정 객체에 고정해

2015와 Mudbox 2015 간에 Ptex 및 멀티 타일 UV
텍스처를 주고 받을 수 있어, Mudbox와 Maya

객체와 카메라 간의 거리가 변하더라도 초점을 유지할

간 반복적인 양방향 워크플로우를 이용할 수 있게

수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Ptex 텍스처는 UV 없는 페인팅
워크플로우를 구현하는 반면, 멀티 타일 텍스처로는

Moves 컨텐츠 라이브러리

한결 수월해진 제품 간 CrowdFX 워크플로우

MotionBuilder 2015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골조,
외피로 구성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한번에 Softimage

2015로 가져올 수 있어, 강력한 CrowdFX 군중
애니메이션 기능을 활용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만 클릭해도 CrowdFX 시뮬레이션을
Softimage 2015에서 Maya 2015로 보내 다른 장면
요소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0-1 UV 공간 밖에서 페인팅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MotionBuilder 2015에는 Autodesk FBX 자산
®

®

교환 형식으로 된 100가지 유용한 애니메이션이

이미지 평면 매칭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 조합, 레이어

Maya 2015에서 이미지 평면을 설정하고 이를 베이스

기능 등을 이용해 장면을 더욱 신속하게 스케치하거나

메쉬 모델링의 참조로 삼은 다음, 싱글 스텝 상호 운용성

사전 시각화할 수 있고 이 애니메이션을 완성도를 높이기

워크플로우의 일환으로 이를 모델과 함께 Mudbox

위한 출발점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카테고리로는 걷기

2015로 전송해 세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walking), 달리기(running), 점프(jumping), 기어가기

이미지 평면의 매개변수 설정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crawling), 뛰어내리기(falling), 싸우기(fighting), 쉬기

사용자는 이미지를 거듭 조정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idling), 가구(furniture), 무기(weapons)가 있습니다.

동일한 참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탄력적인 마커 배치

강력해진 Blend Shape 상호 운용성

이제, 마커를 배치한 후에 마커 클라우드(marker cloud)

이제, 다수의 대상을 포함한 Blend Shapes 또는 메쉬별

내에서 캐릭터의 자세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캡처한

다수의 Blend Shapes를 Maya 2015에서 Mudbox
2015로 전송해 스컬프팅 작업을 수행한 다음, 다시
원래의 Maya 장면에 병합할 수 있습니다. Blend
Shapes는 Mudbox에서 Sculpt Layer 그룹으로
저장되는데, Mudbox 내에서 새로운 대상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대상을 삭제하고 Maya에서 정확히 업데이트할

데이터를 원래의 배우와는 비율이 다를 수도 있는 CG
캐릭터로 매핑하는 방식이 더욱 유연해졌습니다.

수 있습니다.

Elysium, ©2013 Sony Pictures Entertainment.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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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이유

원하는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 스컬프팅 및 페인팅. 실시간 애니메이션.
싱글 스텝 데이터 공유.
크리에이티브 도구 세트
Autodesk® Entertainment Creation Suites 2015는 3D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제작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크리에이티브 도구를 제공하므로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납니다. Standard Suite는
모델링 및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인 Autodesk® Maya® 2015 또는 Autodesk® 3ds Max® 2015
3D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실시간 가상 제작 및 모션 캡처 편집 소프트웨어인 Autodesk®
MotionBuilder® 2015와 디지털 스컬프팅 및 3D 페인팅 소프트웨어인 Autodesk® Mudbox® 2015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Ultimate 버전의 경우, Standard 버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물론,
Maya 및 3ds Max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Autodesk® Softimage® 2015 3D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까지 제공됩니다. 이 강력한 Suite 제품으로 현재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미래에 새로운 기회가
생겼을 때 쉽게 확장할 수 있는 유연한 최신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The Crew, 이미지 제공: Unit Image

경제성
Autodesk Entertainment Creation Suite 제품은 다양하고 강력한 크리에이티브 도구 세트로 각 제품을
개별적으로 구입할 때에 비해 놀라운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 절감액은 USD SRP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제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 위주의 도구 세트
포괄적인 제작 워크플로우의 최적화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전문 도구를 갖추고 있는 Autodesk

Entertainment Creation Suite 제품은 3D 모델링과 스컬프팅, 텍스처 페인팅,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의
작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Mudbox의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언제든 제작에 들어갈 수
있는 정교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MotionBuilder는 단순한 비디오 및 오디오를 넘어 가상 제작을
위한 새로운 비선형 편집 패러다임을 제공합니다. Suite 제품을 보완하는 이러한 도구 세트로 일정과 예산에

Mr Hublot - © ZEILT productions, Arte, Watt Frame

맞게 만족스러운 고품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화로운 솔루션
Autodesk Entertainment Creation Suite 제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들은 Autodesk® FBX® 2015
자산 교환 기술을 통해 강력하게 통합되어 있어 조화롭고 효율적인 파이프라인 솔루션을 구성합니다.

Maya, 3ds Max, MotionBuilder, Mudbox, Softimage 간의 싱글 스텝 데이터 교환 기술 덕분에 쉽고
빠르게 자산을 전송하고 협력적이고 반복적인 제품 교차 워크플로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통적인
모습과 느낌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활용되므로 제품 간 전환이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미지 제공: Straightface Studios

구입/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이유

Autodesk® Entertainment Creation Suites 제품

제작 유연성
Mudbox 및 MotionBuilder를 포함한 Maya와 3ds Max 중 하나 또는 이 둘을 포함한 제품은 작업에
맞는 툴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유연성 있는 다양한 팔레트를 제공하며, 아무리 까다로운 프로젝트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Autodesk MotionBuilder의 실시간 성능
Maya나 3ds Max 파이프라인에 MotionBuilder를 추가하면 실시간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감독 중심의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리깅, 비선형 애니메이션 편집, on-set 수집, 모션 캡처 데이터조작,
인터렉티브 다이나믹에 필요한 실시간 3D 엔진과 전용 도구 세트를 지원하는 MotionBuilder는 처리 가능한

이미지 제공: Milk

프로젝트의 범위를 넓혀 가상 제작, 사전 시각화, 퍼포먼스 애니메이션까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Autodesk Mudbox의 디지털 스컬프팅과 3D 페인팅
전문 3D 모델러와 텍스처 아티스트들이 직접 개발한 Mudbox를 이용하면 기술적 세부 사항에 신경 쓰지
않고도 자유롭게 비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디지털 스컬프팅 및 3D 페인팅 솔루션인 Mudbox는
매우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언제든 제작에 들어갈 수 있는 초현실적 3D 모델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강력한 크리에이티브 도구 세트를 결합한 것입니다. Mudbox는 기존의 3D 모델링 응용프로그램
방식을 넘어 2D와 3D 도면층을 포함하는 아티스트 위주의 브러시 기반 3D 모델링 경험을 제공하므로
여러 메쉬와 맵에서 스컬프팅과 페인팅 반복 작업을 더욱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고성능 온-타겟
환경에서 결과물을 평가하거나 공개할 수 있어 정확하고 사실적인 결과물 생성이 용이합니다.

이미지 제공: VELVET MEDIENDESIGN GMBH

BATMAN: ARKHAM ORIGINS software
ⓒ 2013 Warner Bros. Entertainment Inc.
이미지 제공: WB Games Montreal

지금 경험해 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거나 Entertainment Creation Suite 제품을 체험해 보려면

autodesk.co.kr/ecs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지역의 공인협력업체를 찾으려면 autodesk.co.kr/reseller를 확인하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왜 그토록 많은 아티스트들이 Entertainment Creation Suite 제품을
선택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Autodesk, Autodesk 로고, AutoCAD, HumanIK, Maya, MotionBuilder, Revit 및 3ds Max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utodesk, Inc, 및
자회사/계열사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iray 및 mental ray는 Autodesk, Inc.에 사용이 허가된 NVIDIA ARC GmbH의 등록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명, 제품명 또는 상표는 각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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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Autodesk, Inc. All rights reserved.

Autodesk® Maya 2015

구입/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이유

원하는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효과, 애니메이션, 모델링, 음영처리,
렌더링을 위한 새롭고 강력한 도구 세트
최신 CG 파이프라인의 핵심
Autodesk® Maya® 2015는 강력한 CG 파이프라인의 핵심을 이루는 여러 가지 유연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통합 모델링,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 렌더링, 매치무빙 및 컴포지팅 기능과 함께 Autodesk®
Entertainment Creation Suites 2015에 포함된 다른 3D 응용프로그램과의 싱글스텝 데이터 교환, 거의
모든 측면의 사용자화 지원 등 크고 작은 모든 스튜디오들이 Maya 를 중심으로 한 최신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혁신적인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쉽게 제작하기 위해 Maya를 사용하고
있으며, Maya와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AMPAS)로부터 받은 아카데미 공로상과
두 가지 기술 공로상을 포함해 수많은 기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시뮬레이션

Mr Hublot - © ZEILT productions, Arte, Watt Frame

Maya는 고품질의 생동감 넘치는 유체, 파티클, 천, 모피, 모발, 리지드 바디, 소프트 바디 역학을 연출할 수
있는 폭넓은 시뮬레이션 도구를 지원합니다. 강력한 Bifrost 절차 효과 플랫폼이 새로 추가되어 사실적 액체
시뮬레이션과 렌더링이 가능해졌고 Xgen Arbitrary Primitive Generator로는 수많은 모발, 모피, 깃털을
만들거나 배경을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최고 연구원들의 협력으로 탄생한 Maya Fluid
Effects와 Maya Nucleus 통합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는 Maya nCloth, Maya nParticle, Maya nHair
모듈을 통해 다각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복잡한 효과를 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고성능
오픈 소스 AMD Bullet Physics 엔진**을 이용하면 고급 리지드 바디 및 소프트 바디 시뮬레이션을 한결 더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 캐릭터

이미지 제공: Brewster Parsons

Maya는 멋진 CG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업계 최고의 도구를 제공합니다. 아이언맨3(Iron Man 3)의
아이언맨, 호빗: 스마우그의 폐허(The Hobbit, The Desolation of Smaug)의 스마우그, 맨오브스틸(Man
of Steel)의 수퍼맨 등 주인공이나 악당을 연출할 때 사용된 Maya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거의 대부분
캐릭터의 사용자화가 가능한 리깅 도구, 고차원적인 근육의 변형, 새롭고 획기적인 Geodesic Voxel Binding,
Autodesk® HumanIK® FBIK(풀바디 역 운동학)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그 밖에, 한 눈에 그 기능을
알아챌 수 있는 그리스 펜슬(Grease Pencil)로 기존의 간편한 2D 애니메이션처럼 3D 장면 안에서 직접
애니메이션을 빠르고 자연스럽게 차단하거나 표식을 달 수 있습니다.

3D 편집
Maya는 카메라 시퀀서와 함께 3D 편집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카메라 시퀀서는 시퀀서 재생 목록, 멀티
트랙 오디오, 기타 비선형 편집(NLE) 응용프로그램과의 상호운용성을 지원합니다. 사전 시각화나 가상 영화
제작 시 3D 애니메이션 편집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카메라 시퀀서를 통해 CG 장면의 프레임과 타이밍을 더욱
정밀하게 관리하면서 재생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능
Maya는 오늘날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쉽게 처리하면서도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기반에는 멀티스레딩, 알고리즘 조정, 정교한 메모리 관리, GPU
최적화, 장면 분할 도구, 그리고 Microsoft® Windows®, Linux®, Apple® Mac OS® X 64 비트 운영 체제
지원 기능 등이 있습니다. 한편, Pixar의 OpenSubdiv 라이브러리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어 서브디비전 변형
성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고성능 Viewport 2.0을 Microsoft® DirectX 11® 쉐이더와 함께 사용할
경우, 충실도 높은 환경에서 장면을 조작할 수 있어 보다 적합한 크리에이티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미지 제공: Important Looking Pirates VFX

구입/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이유

Autodesk® Maya

오픈 데이터 이니셔티브
오픈 데이터 이니셔티브는 데이터 중심의 비선형 워크플로우를 손쉽게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일련의
기능과 워크플로우를 말합니다. Alembic 캐시 형식을 읽고 쓸 수 있어 애니메이션 및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응용프로그램에 무관한 베이킹 형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작업 간 이동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키프레임, Constraints, 애니메이션 레이어, Set Driven Keys, ATOM(Animation Transfer Object Model)
오프라인 파일 형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캐릭터 간 애니메이션 전송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장면 어셈블리
(Scene Assembly) 도구를 통해 Maya에서 프로덕션 자산을 개별 요소로 나타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제공되는데, 각 요소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크고 복잡한 장면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작업자들과의 협력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제공: VELVET MEDIENDESIGN GMBH

뛰어난 사용자화 기능
Maya는 3D 프로그램을 파이프라인에 더욱 강력히 통합하거나 특수 제작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추가하고
싶어하는 기업에 다양한 사용자화 방법을 제공합니다. 처음부터 Maya Embedded Language(MEL)로
구축되었으며 Python® 스크립트 작성 언어와 함께, 성능이 입증된 폭넓은 C++ API도 지원합니다. 또한
개발자들은 Qt Designer 또는 PySide로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를 더욱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배우기 쉬움
Maya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오토데스크 교육, 설명서, 온라인 도움말에서부터 광범위한 파트너 및 써드파티
서적, DVD, 튜토리얼, 교육 시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리소스 중에서 자신의 학습 스타일에 맞는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3D 전문가와 마니아들로 구성된 대규모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에 가입해 정보와

이미지 제공: Sunrise Productions

지식을 공유하십시오.

Mac 활용도 극대화
Maya, Autodesk® Mudbox® 2015 및 Autodesk® Smoke® 2015 for Mac OS® X 처럼 Apple 64
비트 OS 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 덕분에 Mac® 컴퓨터의 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는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에게 디지털 스컬프팅부터 3D 애니메이션과 고품격 편집 및 크리에이티브 피니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급 디지털 제작 도구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커뮤니티
AREA를 포함한 폭넓은 Maya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응용프로그램을 배우는 학생과 까다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조언을 구하려는 아티스트들에게 소중한 리소스를 제공해줍니다. AREA(area.autodesk.com)를 방문해
보십시오.

*Autodesk Exchange를 통해서만 지원되는 기능.
**Windows와 Linux에서 OpenCL 가속화를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서 추가적인 성능 향상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험해 보십시오.
Autodesk Maya 2015는 시뮬레이션, 효과, 애니메이션, 모델링, 음영처리, 렌더링을 위한 새롭고
강력한 도구 세트를 제공해 아티스트들이 복잡한 고품질 자산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바로 autodesk.co.kr/products/autodesk-maya/free-trial에서 Maya를 사용해 보십시오.

May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utodesk.co.kr/maya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지역의 공인협력업체를 찾으려면 autodesk.co.kr/reseller를 확인하십시오.
전세계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왜 Maya를 사용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Autodesk, HumanIK, Maya, Mudbox 및 Smoke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utodesk, Inc. 및 자회사/계열사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Academy Award는 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s의 등록상표 및 저작권 대상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명, 제품명, 상표는 각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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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Autodesk, Inc. All rights reserved.

Elysium - ©2013 Sony Pictures Entertainment.
All rights reserved.

Autodesk® 3ds Max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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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개발, 가속화된 성능,
한층 더 개선된 워크플로우
뛰어난 생산성
Autodesk® 3ds Max® 2015는 전문가 수준의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강력하고 간단하면서
구입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파이트(Graphite) 모델링, CAT 고급
캐릭터 리깅, 동적 시뮬레이션과 군중 애니메이션을 위한 직관적 도구 세트를 특징으로 하는 3ds Max를
활용하면 창의적인 설계를 제작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맞춤형 작업 공간과 탭 방식의 배치
덕분에 인터페이스를 자신의 작업 스타일에 맞게 쉽게 구성할 수 있고 인터페이스 간 전환도 용이합니다.
또한 Microsoft® DirectX® 11 쉐이더 지원으로 Nitrous 가속 그래픽 코어가 성능과 화질을 상당히
높여주기 때문에 더 큰 데이터셋을 처리할 수 있고 반복 작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는 크리에이티브한 결정을 내리는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모델링 및 텍스처 작업 도구

이미지 제공: Straightface Studios

모델 제작자들 사이에서 심도 있고 폭넓은 도구로 유명한 3ds Max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폭넓은 3D
폴리곤 모델링 및 텍스처 작업 도구 세트인 그래파이트(Graphite)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래파이트에는
프리폼 스컬프팅, 텍스처 페인팅, 객체 페인팅, 고급 폴리곤 모델링에 효율성이 뛰어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직접 제작했거나 가져온 모델을 쉽게 최적화해 정점 개수를 줄이면서 ProOptimizer를
사용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로 캡처한 대용량
데이터셋을 가져오고 시각화하고 스냅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도입되어 사실적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정밀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고급 재질
픽셀 하나 하나가 중요한 작업일 경우, 전문가들은 조명, 음영처리 및 렌더링을 위한 3ds Max의 강력한
도구들을 통해 작업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00가지 실제 오토데스크 재질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최대 80가지 절차적 텍스처로 매우 다양한 모습의 변화를 구현할 수 있어 원하는 모습을
연출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또한 직관적인 슬레이트(Slate) 구조도 재료 편집기를 사용해 복잡한 재료를

BATMAN: ARKHAM ORIGINS software
© 2013 Warner Bros. Entertainment Inc.
이미지 제공: WB Games Montréal

드래그앤드롭 방식으로 손쉽게 만들어 편집할 수 있으며, 새로운 노드 기반 비주얼 쉐이더 편집기로는 고급

HLSL 실시간 뷰포트 쉐이더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벡터 맵이 지원되므로, PDF
애니메이션 페이지 트랜지션, Adobe® Illustrator® 소프트웨어 파일, AutoCAD® 소프트웨어 PAT 해치
패턴 파일을 가지고 텍스처 작업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상적인 동적 표현과 효과
3ds Max를 선택하면 이벤트 기반의 사용자화가 가능한 강력한 Particle Flow 시스템과 통합 모발, 모피,
천 시스템 등 다양한 도구로 더욱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동작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MassFX 통합
시뮬레이션 솔버 시스템의 개발과 처음 두 모듈인 mRigids 및 mCloth와 함께 멀티 스레드 NVIDIA®
PhysX® 엔진을 이용해 3ds Max 뷰포트에서 직접 역동적인 강체 및 천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Populate 군중 애니메이션 기능을 이용하면 몇 번의 단계만으로 움직이는 군중 혹은 정지해 있는
군중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렌더링 혁명
3ds Max는 렌더링 환경의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가 사용자가 만족스러운 이미지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폭넓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NVIDIA의 통합 mental ray® 사실적 레이트레이서와 iray® “간편한
(point-and-shoot)” 렌더링 기술, 기존 스캔라인 렌더러, 퀵실버(Quicksilver) GPU 렌더러가 포함되어
있어, 작업자는 가장 적합한 도구를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mental ray와 iray를 모두 지원하는
Active ActiveShade의 기능 덕분에 대화식 렌더링 세션을 이용해 더욱 효과적인 반복 작업이 가능하며
카메라, 조명, 재질, 형상 변경에 따라 자동으로 즉시 작업 결과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있는 써드파티 렌더링 플러그인 목록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제공: Studio Sokerov

구입/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이유

Autodesk® 3ds Max

편리한 애니메이션 제작
3ds Max를 사용하면 정교하고 사실적인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일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CAT으로 더욱
빠르게 캐릭터 리깅을 완성하고 CAT 머슬(Muscle) 및 스킨(Skin) 수정자로 사실적 신체 변형을 더욱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션 캡처 데이터를 도면층으로 구분해 CAT, 바이패드(biped), 3ds Max 객체를
애니메이트하면서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관적인 NLA
시스템인 MotionMixer와 함께 바이패드(biped) 또는 기타 동영상 객체 유형을 사용해 애니메이션 클립을
독창적으로 배열하고 혼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데이터를 활용하는 유연한 파이프라인
3ds Max 스마트 데이터를 사용하면 2D와 3D 자산을 모두 다루는 작업에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비선형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렌더 패스를 Adobe® After Effects®나 Adobe® Photoshop®에서 좀 더
가다듬고, AutoCAD® 또는 Autodesk® Revit® Architecture에서 연결된 파일을 처리하고, CAT 바이패드
캐릭터를 Autodesk® Maya® 2015와 Autodesk® MotionBuilder® 2015의 Autodesk® HumanIK®

God Of War: Ascension, 이미지 제공: Imaginary
Forces

솔버와 호환되는 캐릭터로 변환할 때, 스마트 데이터 워크플로우를 통해 더욱 빠르게 반복하고 재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싱글 스텝 3D 데이터 교환과 양방향 2D/3D 워크플로우 기능 덕분에, 다른 크리에이티브
도구로 작업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글로벌 커뮤니티
전세계 수많은 아티스트와 디자이너가 이용하고 있으며 6가지 언어로 제공되는 생동감 넘치고 탄탄한 기반을
갖춘 3ds Max 커뮤니티에 동참해 보십시오. 신입 사원을 찾고 있는 기업이든 첫 직장을 구하고 있는 학생이든

3ds Max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AREA(area.autodesk.com)를 포함한 폭넓은 3ds Max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까다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조언을 구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소중한 리소스를
제공해주며, 광범위한 파트너 및 써드파티 서적, DVD, 튜토리얼 및 교육 시설은 3ds Max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자료를 보완하므로 선택의 폭이 넓고 작업 속도 향상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Quantum Break, 이미지 제공: Remedy
Entertainment Ltd.

맞춤 설정
MAXScript 스크립팅 언어가 내장되어 있어 모델링, 애니메이션, 재질, 렌더링 등 3ds Max 도구 세트의
다양한 측면을 손쉽게 사용자화할 수 있습니다. 장면의 전체 상태에 액세스할 수 있는 내장형 파일 I/O와
쓰기 절차식 컨트롤러를 이용해 사용자 가져오기/내보내기 도구를 만들거나 일괄 처리 도구를 구성하는 등
폭넓은 맞춤 설정이 가능합니다. 한편, 손쉽게 배울 수 있고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Python® 스크립팅 언어가
새롭게 지원되어 3ds Max 확장 및 사용자화의 선택 폭이 더욱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술 감독과 개발자가
Python 기반 파이프라인에 통합하기가 한결 더 수월해졌고 강력한 개발 도구인 C#과 .NET으로 좀 더 간단한
수정도 가능해졌습니다.

강력한 파트너
오토데스크의 폭넓은 개발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구체적인 제작 요건에 맞게 얼마든지 3ds Max를
확장하거나 맞춤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는 최고의 파트너들과 협업하고 3D 기술의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므로, 3ds Max 고객들은 매우 다양한 무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험해 보십시오.
Autodesk 3ds Max 2015는 새롭고 효율적인 각종 도구, 가속화된 성능, 한층 더 개선된
워크플로우로 복잡한 고해상도 자산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금 바로 autodesk.co.kr/products/autodesk-3ds-max/free-trial에서 3ds Max를 사용해
보십시오.

3ds Max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utodesk.co.kr/3dsmax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지역의 공인협력업체를 찾으려면 autodesk.co.kr/reseller를 확인하십시오.
전세계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왜 3ds Max를 사용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Autodesk, Autodesk 로고, AutoCAD, HumanIK, Maya, MotionBuilder, Revit 및 3ds Max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utodesk, Inc, 및
자회사/계열사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iray 및 mental ray는 Autodesk, Inc.에 사용이 허가된 NVIDIA ARC GmbH의 등록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명, 제품명 또는 상표는 각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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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Autodesk, In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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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출시된 Flame 2015 제품군
Flame 2015에 새로 도입된 핵심 기능

4K

멀티

3D Shape, 라이브러리
뷰
Replica

GPU
Purchasing Options

현재 Flame 제품군

이전 Flame 제품군

Desktop
Subscription

Maintenance
Subscription

(분기 및 연간)

Autodesk Flame Premium

Autodesk Flame Premium
Autodesk
Autodesk
Autodesk
Autodesk

영구 라이센스

Flame, Lustre, Flare, Flame Assist 포함

Flame
Smoke Advanced
Inferno
Flint

Autodesk Flame

Autodesk Lustre

Autodesk Lustre

Autodesk Flare

Autodesk Flare
Autodesk Flame Assist
(New)

자세한 내용: autodesk.co.kr/flame

나에게 적합한 제품 찾기
Smoke 2013과 Flame 또는
Flame Premium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

아니요

Flame Assist 2015가 적합

Smoke 2015가 적합

프로젝트 및 미디어 관리

x

x

산업 표준 형식 지원

x

x

고급 컨폼(Conform) 도구

x

x

편집 워크플로우

x

x

타임라인 피니싱 및 타임라인 VFX(3D 컴포지팅 포함)

x

x

절차식 타임라인 FX

x

x

Flame과의 협업 워크플로우

x

원격 렌더링 (Burn)

x

원격 디코딩 (게이트웨이)

x

네트워크 라이센싱

x

스파크 지원

x

Flame 및 Flame Premium 워크플로우와의 프로젝트 호환

x

기능 비교

Flame Assist 또는 Smoke에 대한 정보 또는 기타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autodesk.co.kr/flame 또는 autodesk.co.kr/smoke를 확인하십시오.

기능 및 이점
Autodesk® Beast™ 2015 미들웨어는 게임 속에서 사실적 조명을 연출하기 위한 도구 세트입니다. Beast에서는 게임
제작자가 물리적으로 정확한 자연 채광 효과를 정교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Beast는 레벨 편집기에 통합 가능하며
정확성이 매우 높은 최종 렌더 미리보기를 거의 실시간으로 보여줌으로써 아티스트가 레벨 조명을 대화식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게임 환경에서 조명 효과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출하고 테스트할 수 있어 훨씬 더 많은 반복
작업을 가능하게 하여 가장 화질이 뛰어나고 강렬한 게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및 이점
고품질 전역 조명
Beast는 맵, 그림자 맵, 포인트 클라우드에 조명을 비추고 자연 채광 효과를 시뮬레이션할 목적으로 전역 조명을
베이킹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연 채광 효과로는 컬러 바운스, 컬러 쉐도우, 소프트 쉐도우, HDR(High Dynamic
Range) 조명 등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조명 효과를 연출하고 더욱 사실적인 게임 경험을 구현하기 위해, Beast는
물리학 기반 렌더링을 이용합니다. 물리학 기반 조명은 아티스트가 해당 장면에서 수행해야 할 조정 작업을 줄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쉐이더를 맞춤 구성해 독특한 조명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유연성까지 제공합니다.

동적 객체 및 캐릭터를 위한 전역 조명
Beast는 전역 조명 데이터를 포인트 클라우드로 베이킹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데이터는 게임 엔진에서 ‘조명
필드(Light Field)’로 사용할 수 있는데, 움직이는 객체에 전역 조명 효과를 연출합니다.

이미지 제공: Digital Extremes

라이브 장면 제작과 대화식 조명 미리보기
Beast에서는 아티스트가 레벨 즉, 형상, 조명, 베이킹 특성 등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뷰포트에서
대화식으로 업데이트됩니다. Beast 조명 미리보기에서는 게임 속 자산의 형상을 정확히 묘사하므로 아티스트는
완벽한 고품질 렌더링을 수행하지 않고도 레벨에서 조명을 디자인하고 그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ast API를 사용할 경우, 개발자는 라이브 장면 제작 기능을 사용자 지정 게임 레벨 편집기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질 지원
장면 속 형상과 조명의 대화식 편집 외에도, Beast에서 아티스트는 게임 속 형상의 질감과 재질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질감과 재질은 조명에 영향을 미치고 라이브 렌더러에서 업데이트됩니다. 이러한 이점 덕분에, 아티스트는
레벨 편집기에서 바로 가져온 결과물들로 더 빠른 반복 작업을 위한 레벨 디자인에 훨씬 더 과감한 변경을 수행할 수

이미지 제공: Digital Extremes

있습니다.

분산 렌더링
Beast 도구 세트는 한 네트워크에서 다수의 Beast 렌더 노드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인 DistriBeast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DistriBeast를 이용해서 게임 개발팀은 컴퓨팅 성능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렌더링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통합하기 쉬운 API
Beast API는 게임 엔진과의 보다 간단한 통합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API는 라이브러리 파일과 DLL을 포함한
C 헤더 파일 모음으로 제공됩니다. 명확한 설명서와 예제 프로그램은 Beast를 처음 접하는 개발자에게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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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L(Open Shading Language) 지원
Beast는 아티스트가 게임 속에서 더욱 우수한 조명을 연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OSL(Open Shading
Language)를 사용하는데, 이 언어는 블록버스터급 장편 영화의 제작에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티스트가
재질 속성을 연출할 때 훨씬 더 큰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 매우 다양한 조명 조건을 연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utodesk Maya 플러그인
Autodesk® Maya® 3D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용 Beast 플러그인 덕분에 모델 제작자와 애니메이터는 특정 게임
엔진에서 Beast를 사용할 때 레벨 디자이너가 구현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자산의 조명 조건을 Maya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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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이점
Autodesk® Gameware Navigation 2015는 AI(인공 지능) 미들웨어 중 하나로 복잡한 게임 환경에서 NavMesh 자동
생성, 계층형 경로 찾기, 경로 추종 등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캐릭터와 장애물 피하기, 애니메이션 위주의 이동을
위한 스플라인과 채널, NavMesh 동적 생성, 교체 가능 섹터 등도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Gameware Navigation은
개발자에게 기록/재생 기능을 포함해 확장 가능한 원격 비주얼 디버깅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AI 반복 작업의 속도와 품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Autodesk® Kynapse® AI(인공 지능) 미들웨어의 후속 버전인 Gameware Navigation은 개발자에게 완전한 소스 코드
액세스 권한, 액세스가 간편한 API, 원격 비주얼 디버깅 도구 등을 제공함으로써 복합적이고 놀라운 성능의 AI를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주요 기능 및 이점
차량 및 애니메이션 위주 이동에 대한 지원 강화
Gameware Navigation 2015는 애니메이션 위주 이동과 차량의 관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계산된
경로에는 그 경로를 따라 존재하는 공간 제약 요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방향 전환을 더욱 정확히 예상하고
스플라인 기반 궤적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스플라인은 Turn Radius(회전 반경)나 Distance From Wall(벽과의
거리) 등 사용자에게 익숙한 매개변수로 조절하며 애니메이션이 스플라인을 지키지 않을 때 자동 보정됩니다.
이외에도, Avoidance(회피) 시스템이 애니메이션 시스템과 호환되는 안정적인 속도를 산출합니다.

견고한 동적 NavMesh
이제, TagVolume을 NavMesh에 통합함으로써 복잡한 다층 설계에 동적 NavMesh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TriangleCostMap이라고 하는 전용 구조에서 삼각형 1개당 비용을 동적으로 산출해 모든 쿼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계층형 경로 찾기
Gameware Navigation 2015는 AbstractGraph 데이터를 지원합니다. 이 데이터는 NavMesh에서 가능한 경로를
간단하고 고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대규모 환경에서 장거리 경로를 찾을 때 유용합니다.

모바일 플랫폼 지원 강화
Gameware Navigation 2015는 Apple®iOS, Android™, Windows Phone®, Windows® Surface™ 운영
체제를 지원합니다.

Unity Engine 통합
Gameware Navigation 2015는 Unity 3D Engine을 지원합니다. NavMesh 생성 기능이 레벨 편집기에 직접
통합되므로 Unity 3D를 사용하는 개발자는 최소한의 통합 절차만 거치면 AI 솔루션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주요 기능 및 이점
빠르고 자동화된 NavMesh 생성
Gameware Navigation은 견고하고 컴팩트한 NavMesh 데이터를 자동 생성하므로, 게임 개발자는 멀티 섹터 반복
빌드에서부터 대규모 MMO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레벨 워크플로우에서 NavMesh를 신속히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객체
NavGraph는 개발자가 NavMesh 여러 개를 사다리, 기어오르기, 점프, 다층 엘리베이터, 지퍼 라인 등과 같은 게임
객체를 사용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레벨 디자인의 독창적 자유가 커지고
특정 레벨 내 서로 다른 부분 간의 전환이 개선됩니다.

실시간 동적 NavMesh 및 사용자 수정 가능 NavMesh
게임 이벤트와 장애물은 NavMesh와 NavGraph에 동적으로 구멍을 내거나 태그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NavMesh와 NavGraph에 모두 사용자 정의 블라인드 데이터를 포함한 태그를 부착할 수 있어 매우 복합적이고
강력한 AI 동작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멀티 섹터 스트리밍
런타임 시, Gameware Navigation은 NavMesh 생성 도중 산출한 데이터를 반영해 멀티 섹터 스트리밍 방식으로
여러 섹터를 서로 스티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CPU를 사용하지 않고도 명확하게 예측 가능한 결과를
생성하고 교체 가능 섹터를 투명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더욱 사실적인 회피(Avoidance)
Gameware Navigation은 반응 회피와 이동 장애물을 지원하는 완전한 경로 추종 모듈을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과 이동 장애물로 가득한 혼잡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회피가 가능합니다. 이 모듈은 사용자 변경이
가능하며 애니메이션 시스템의 구속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디버깅
Gameware Navigation의 원격 비주얼 디버깅 도구를 사용할 경우, 개발자는 게임 AI 동작을 모니터링해 기록 및
캡처하고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확장 가능하기 때문에 AI 프로그래머는 자신의 AI 데이터를 원격 도구에서
시각화함으로써 Gameware Navigation을 통합, 구성, 사용자 지정할 때 반복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고도로 최적화된 런타임 성능
Gameware Navigation은 멀티스레딩과 시간 분할을 위한 강력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중 코어를 이용하고 CPU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런타임 성능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PU 사용률 급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완벽한 투명성 및 사용자 확장성
Gameware Navigation은 완벽하게 투명한 개발 경험을 구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개발자는 완전한 소스 코드
액세스 권한을 부여 받게 되며 API가 유연한 구현을 위해 비결합 기능을 제공하므로 어떠한 개발 요건이든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Visibility System
Gameware Navigation에는 기본적으로 Visibility System이 통합되어 있어, 두 지점 간의 가시성이 확보되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회 기능은 높이 맵(Heightfield)을 포함한 대규모 정적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Unreal Engine 3 통합
언제든 Gameware Navigation을 Unreal® Engine 3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 NavMesh 생성 기능을 레벨
편집기에 직접 통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Unreal Engine을 사용하는 개발자의 경우, 최소한의 통합 절차만으로도

AI 솔루션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 플랫폼 지원
Gameware Navigation API는 주요 게임 플랫폼과 모두 호환됩니다.
••Microsoft® Windows® XP, Windows Vista®, Windows® 7, Windows® 8 (32비트 및 64비트) 운영 체제
••Mac OS X®(32비트 및 64비트) 운영 체제
••Linux®(32비트 및 64비트) 운영 체제
••Microsoft® Xbox 360® 게임 콘솔
••Microsoft® Xbox One® 게임 콘솔
••Sony PlayStation® 3 게임 콘솔
••Sony PlayStation® 4 게임 콘솔
••Sony PlayStation® Vita 시스템
••Apple® iOS 장치
••Android™ 장치
••Windows Phone® 및 Windows® Surface™ 장치

기능 및 이점
Autodesk® Scaleform® 4.4는 고급 플랫폼 간 사용자 인터페이스 솔루션의 하나로, PC, 게임 콘솔, 모바일 기기, 전자 제품
등에서 사용하는 고성능 메뉴, 그래픽, 2.5D UI 요소를 만드는 데 유용합니다. Adobe® Flash® 도구 세트의 성능을 활용하는
Scaleform은 개발자가 강력하고 몰입성 강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워크플로우 개선 및
제품 출시 소요 시간 단축 효과까지 제공합니다. Scaleform 도구 세트에는 완전한 Flash UI 툴킷과 프레임워크, 메모리 및
성능 분석기, 동영상과 아시아어 입력(IME)을 지원하는 추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caleform 4.4는 멀티 코어를 이용하도록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설계된 렌더링 엔진과 새로운 ActionScript 3 Virtual
Machine을 바탕으로 차세대 플랫폼과 모바일 플랫폼에서 최적의 성능을 구현합니다. 이외에도, Scaleform 4.4는
개발자에게 더 큰 사용자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게임 엔진 통합 성능을 높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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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및 이점
새로운 ActionScript 3 Virtual Machine
Scaleform 4.4에는 새로운 ActionScript 3 Virtual Machine이 도입되어, 메모리 사용을 줄임으로써 엄청난 성능
개선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 AS3 VM은 더욱 효율적인 데이터 구조와 향상된 바이트 코드 최적화를 이용해
스크립트 작성 속도를 높여주므로 개발자는 성능에 대한 걱정 없이 AS3를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 코어 렌더링
Scaleform 4.4에는 멀티 코어를 이용하도록 고안된 완전히 새로운 구조의 렌더러가 도입되었습니다. 지연된
컨텍스트로 렌더링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면, 나중에 GPU가 이를 실행하도록 렌더링 명령 시퀀스를 저장해 둘 수
있어 병렬 환경에서 명령어 버퍼 구축이 가능합니다.

ActionScript 3 호환성 강화
개발자는 강화된 ActionScript 적용 범위와 호환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은 Scaleform 4.4에
추가적인 ActionScript 3 클래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에는

Utils3D와 Action Message Format 직렬화가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가능 Exporter 도구 체인
Scaleform 4.4에 사용자 지정 가능한 데이터 위주의 텍스처 변환 도구가 추가되었는데, 이 도구는 Scaleform
Exporter 도구와 함께 플랫폼 전용 도구 체인을 구성합니다.

기타 주요 기능 및 이점
워크플로우 개선
Scaleform에서는 개발자가 Adobe® Creative Suite®를 사용해 3D 게임에 필요한 플래시 기반 메뉴, UI 요소,
2D 그래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가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도 Adobe 도구 세트를 사용해 2D 자산을
만들고 여러 버전으로 신속히 변경할 수 있어 제작 능률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인건비 절감 및 제품 출시 소요 시간
단축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도구 및 키트
Scaleform은 사전 제작되어 고도로 최적화된 UI 구성요소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데, 이런 구성요소에는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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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란, 드롭다운 메뉴, 텍스트 입력 상자 등 광범위한 용도가 모두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기능의 다양한

UI 키트도 마련되어 있어서 Scaleform의 모범사례를 확인할 수 있고 디자이너는 공통적인 용례에 대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교차 개발
Scaleform은 주요 하드웨어 플랫폼을 대부분 지원합니다.
••Microsoft® Windows® XP, Windows Vista®, Windows® 7, Windows® 8 (32비트 및 64비트) 운영 체제
••Mac OS X®(32비트 및 64비트) 운영 체제
••Linux®(32비트 및 64비트) 운영 체제
••Microsoft® Xbox 360® 및 Microsoft® Xbox One® 게임 콘솔
••Sony PlayStation® 3 및 Sony PlayStation® 4 게임 콘솔
••Sony PlayStation® Vita 시스템
••Nintendo® Wii™ 및 Nintendo® Wii U™ 게임 콘솔
••Apple® iOS 운영 체제
••Android™ 운영 체제
••Windows Phone® 8 운영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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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스레딩 방식의 그래픽 렌더링
Scaleform에서 지원하는 멀티 스레딩 방식의 렌더링 엔진은 최신 하드웨어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가장 빠른 하드웨어 가속 벡터 그래픽 소프트웨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Scaleform의 이전
버전에 비해 렌더링 성능이 3배~5배 정도 향상되었고 고급 배치 및 정렬 프로토콜 덕분에 드로우 프리미티브
(Draw Primitive) 개수와 CPU/GPU 작업량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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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능성
Apple iOS, Android, Windows RT 및 Phone 8 플랫폼 기반 장치와 호환되는 Scaleform을 사용할 경우,
모바일 개발자는 하드웨어 가속 2D 그래픽을 이용해 2D/3D 응용프로그램, UI, 게임 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Scaleform에는 터치 및 제스처 UI 조작 방식을 보여주는 샘플 컨텐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자는 이러한 샘플
파일을 활용해 터치 스크린 기능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개발자는
써드파티 및 커뮤니티에서 개발한 기존의 수많은 익스텐션을 Scaleform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통합
Scaleform은 Unreal® Engine, Unity 3D Engine, CryENGINE®, Havok™ Vision Engine and Project
Anarchy, Marmalade™ 등 주요 써드파티 게임 엔진과 완벽하게 통합됩니다. 자체 엔진으로는 Scaleform
API를 C++ 헤더 파일과 라이브러리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통합에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문서와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인 받은 사용자라면 전체 소스 코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능이 입증된 완벽한 도구 세트
Scaleform은 인기 있는 수많은 AAA 게임을 포함해 이미 1000종이 넘는 게임 타이틀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어,
안정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는 완벽한 도구 세트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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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이점
Autodesk® HumanIK® 2015 애니메이션 미들웨어는 더욱 사실감 있는 게임 속 대화식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에 유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브러리입니다. HumanIK는 풀바디 IK(역기구학)와 실시간 목표 변경 기법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캐릭터는 런타임 시 게임 환경과 상호 작용하면서 절차에 따라 적응할 수 있습니다. HumanIK 덕분에 애니메이터는 대용량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를 만들 필요가 없어 아무리 힘든 크리에이티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 플레이 구속조건이 줄어 게임에서 더욱 사실적인 몰입형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HumanIK 2015에는 Creature Solver가 새로 추가되어 사람 이외의 캐릭터와 네 발 달린 생물 이외의 캐릭터에서 IK 계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Unreal® Engine 4와의 통합, 향상된 모바일 플랫폼 지원, Sony® Playstation® 4와 Microsoft® Xbox
One® 플랫폼에서 수많은 캐릭터 집단을 애니메이트할 수 있는 기능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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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및 이점
Creature Solver
HumanIK 2015에는 Creature Solver가 새로 도입되었는데, 이것은 모듈형 솔버의 일종으로 다리가 많거나
촉수나 더듬이나 부리가 있는 사람 이외의 생물에 대해 IK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제, 게임 디자이너는 성능 저하
없이 네 발 달린 동물 이외의 생물이나 상상 속의 캐릭터를 훨씬 더 다양하게 게임 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Unreal Engine 4와 통합
이제, HumanIK 2015는 Unreal Engine 4와 통합되므로, 디자이너가 Epic Games의 최신 게임 엔진 안에서
정교한 IK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Unreal Engine 4에 포함되어 있는 HumanIK 통합 패키지는 애니메이션
그래프 노드를 지원하므로 프로그래밍 경험이 거의 없는 아티스트도 Look At, Aiming, Floor Contact와 같은
복잡한 동작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성능 개선
HumanIK 2015는 Apple® iOS, Android™ ARM, Android™ x86 운영 체제용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게임 디자이너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한층 더 개선된 성능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모 자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플랫폼에 최적화된 성능
HumanIK 2015는 Sony Playstation 4 및 Microsoft Xbox One 플랫폼에서 수많은 캐릭터 집단을
애니메이트하는 용도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속 수많은 캐릭터를 애니메이트함으로써, 게임
디자이너는 사실적 캐릭터로 가득한 환경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주요 기능 및 이점
생체역학적으로 정확한 캐릭터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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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K는 생체역학적으로 정확한 바이패드(biped) 캐릭터 및 네 발 달린 캐릭터의 모델과 결합된 FBIK
(풀 바디 역 운동학) 솔버를 이용하므로 런타임 시 더욱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절차식 동작 적응
HumanIK는 입력 애니메이션이 런타임 시 동적 변경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 더욱 흥미롭고 사실적인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캐릭터는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똑바로 걷거나 벽을 기어오르거나
사물이나 기타 캐릭터와 더욱 사실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적다는 것은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로드 속도가 빨라지고, 만들고 유지관리해야 하는 자산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니메이션 재사용
HumanIK의 절차식 동작 적응 및 목표 변경 기능 덕분에, 더 이상 애니메이터가 엄청난 용량의 반복 클립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HumanIK는 기존의 애니메이션을 재사용해 런타임 시
절차식으로 조정할 수 있어 제작과 게임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목표 변경
HumanIK의 목표 변경 기능은 게임 속에서 비율이 서로 다른 여러 캐릭터에 동일한 애니메이션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 결과, 대용량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유지관리해야 하는 부담은 줄이는 대신,
애니메이션 재사용을 통해 게임 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눌림 및 펴짐으로 인한 캐릭터의 변형
HumanIK는 눌림이나 펴짐으로 인한 골격 구조의 변형을 지원하므로 훨씬 더 다양한 게임 속 상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이러한 유연성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인간의 골격과 다른 독특한 게임 캐릭터를 더욱
다양하게 애니메이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와의 상호운용성
HumanIK는 Autodesk® MotionBuilder®, Autodesk® Maya®, Autodesk® Maya LT™, Autodesk® FBX®와
완벽하게 통합되므로, 게임 디자이너는 IK 동작을 디자인, 설정, 디버깅하고 아티스트와 프로그래머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게임 플랫폼 지원
HumanIK는 다음을 지원하는 C++ 라이브러리 중 하나입니다.
• Microsoft® Windows® XP, Windows Vista®, Windows® 7 (32비트 및 64비트) 운영 체제
• Mac OS X®(32비트 및 64비트) 운영 체제
• Linux®(32비트 및 64비트) 운영 체제
• Microsoft® Xbox 360® 및 Microsoft® Xbox One® 게임 콘솔
• Sony PlayStation® 3 및 Sony PlayStation® 4 게임 콘솔
• Sony PlayStation® Vita 시스템
• Nintendo® Wii™ 및 Nintendo® Wii U™ 게임 콘솔
• Apple® iOS 운영 체제
• Android™ 운영 체제

이미지 제공: Eidos-Montréal

설계 소프트웨어의 성능 극대화
Maintenance Subscription에 가입하면 항상 최신의 강력한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utodesk Maintenance Subscription에서
®

제공하는 혜택
Maintenance Subscription 가입자에게 가장 먼저 최신 제품과 기능 향상 버전,
유연한 라이센스 옵션, Autodesk 360 클라우드 혜택과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

Maintenance Subscription으로 경쟁력 유지
Maintenance Subscription을 통해 최신 상태를 유지할 경우, 업그레이드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소프트웨어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서브스크립션은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고려한 현명한 선택

기능과 이점

Maintenance Subscription은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

다음과 같은 기능과 이점을 제공합니다.

아직 Maintenance Subscription

••최신 소프트웨어 버전을 이용해 항상 최신 상태를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힘드시다면,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지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오토데스크의 최신 소프트웨어 버전이 출시되면
즉시 이용 가능하므로 최신 기술과 시간 절약 기능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Maintenance

Subscription에 가입하면 소프트웨어 비용의 예측
가능성도 향상됩니다. 1년 계약이든 다년 계약이든 전체
기간의 비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지함으로써 경쟁 우위 확보
••유연한 라이센스 옵션 덕분에 필요한 곳에 적정
소프트웨어 활용
••Autodesk® 360 클라우드 혜택은 이동성 향상, 협업
강화, 설계 최적화에 기여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지원으로 생산성 유지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회사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는
서브스크립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Andrew Watkins
Associate Principal
Ayers Saint Gross Architects

제품 업그레이드 및 기능 향상

기술 지원 옵션

경쟁 우위 유지

필요한 지원 받기

Maintenance Subscription에 가입하면 항상 최신의

Maintenance Subscription에서는 필요와 예산에 따라

가장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기술 지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옵션은 소프트웨어

출시되는 소프트웨어 버전과 제품 기능 향상 버전에 즉시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설치와 구성뿐만 아니라 문제

액세스해 1년 내내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가 용이합니다.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Maintenance Subscription을 통해 최신 상태를 유지할

기본 지원: Maintenance Subscription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업그레이드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소프트웨어

오토데스크 기본 지원은 오토데스크 온라인 지원 서비스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패키지에 대한 이용 권한을 제공합니다. 기본 지원은

서브스크립션은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가장

다음 사항에 대한 이용 권한을 포함합니다.

오토데스크의 Design Suite 제품군은
다음 작업에 필요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물 디자인

원하는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는 자유.

자료를 포함하는 오토데스크 온라인 지원과 방대한

••엔지니어링

내부 및 외부 팀들과 원활하게 협업하려면, 필요한

오토데스크 기술 솔루션 및 커뮤니티 지원 포럼

••시공

소프트웨어가 적재적소에 있어야 합니다. Maintenance

스레드 모음 검색 기회

••인프라

Subscription은 다음과 같은 유연한 라이센스 권한*을

••제품 디자인

••일대일 오토데스크 웹 지원

유연한 라이센스 권한

••도움말 설명서, 튜토리얼, 교육 동영상 등 기술

바탕으로 보다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Maintenance Subscription 고객은 고급 지원이나

지원합니다.

기업 우선 지원 등 고급 서비스도 구입할 수 있는데,

••플랜트 설계
••공장 설계

••커뮤니티 지원 포럼

이러한 서비스는 솔루션을 더욱 신속히 구현하고
이전 버전 권한: 고객들은 경우에 따라서 특정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때가

효과적입니다.

Maintenance Subscription에 가입하면
Autodesk 360을 통해 데스크톱의 워크플로우를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버전 권한을 이용하면 데스크톱
소프트웨어의 이전 버전과 최신 버전을 모두 사용해

고급 지원: 이 지원 수준에서는 오토데스크의 지원

모바일 기기와 클라우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일 대 일 전화 및 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급 지원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이런 워크플로우에서는 더 많은 설계 옵션을
비교하고 보다 빠른 시간 안에 보다 나은 결과를

홈 사용 권한: 처리해야 할 일이 항상 사무실에서만

무제한 우선 일 대 일 지원 시간 연장***, 오토데스크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업 효과도 높일 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홈 사용 권한을 이용해

지원 전문가들의 글로벌 전화 지원, 원격 데스크톱 지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사무실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사용할 수

우선 웹 지원 옵션을 꼽을 수 있습니다.

www.autodesk.com/suites

있습니다.
기업 우선 지원: 오토데스크 기업 우선 지원은
추가 관할권: 경우에 따라 출장을 가야 할 수도 있는데,

오토데스크에서 직접 제품을 구입하는 대기업 고객들을

이 경우 추가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받은

위한 고급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지원은 응답 시간이

소프트웨어를 구입 국가** 이외의 지역에서 최대 90일

가장 짧으며 지원 현황 업데이트 및 문제 해결/완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 밖에, 예방적 지원과 기타
서비스의 포괄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모든
계정 요구를 직접 관리하는 지원 계정 관리자 지원도
포함됩니다.

Autodesk 360 클라우드 혜택
®

Autodesk 360으로 더 많은 혜택 이용

협업 효율성 향상

작업 시 클라우드 저장 용량 증가

Maintenance Subscription에 가입하면 Autodesk
360을 통해 더 많은 용량과 기능이 지원되므로,

Autodesk 360 계정을 통해 원래의 설계 소프트웨어
없이도 웹 브라우저나 모바일 기기에서 직접 설계도를

사용자는 유연한 액세스 권한, 더 효율적인 협업,

열어 편집하거나 주석을 달도록 다른 사람에게 요청할 수

Maintenance Subscription에 가입하면 Autodesk
360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장 용량을 시트당
25GB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파일을 클라우드에

가속화된 설계 혁신을 활용함으로써 작업 방식을 대폭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전체 협업 프로세스가 적절히

저장하면 웹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언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도 이용할 수

구성된 상태로 유지되므로 더 나은 설계도를 만드는 데

어디서든 설계도에 액세스하고 팀원들과 접속할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필요한 효과적인 워크플로우 활용이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이제, 중앙집중식 360 작업 공간을 활용하여

바탕으로 시각화 방식을 개선하고 설계를 최적화할 수

가장 효율적인 장소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안전한 클라우드 작업 공간
Autodesk 360 클라우드 플랫폼은 웹 서비스 전용으로
구성되어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와 인증이 안전하게 백업되므로
안심하고 작업과 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utodesk® ReCap 360
데스크톱에서 클라우드로 작업 공간 확장
상용화 개별 제품 또는 Suite 제품에 대한

Maintenance Subscription에 가입하면
Autodesk 360이 제공하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클라우드 지원 제품을 이용할 수

ReCap 360은 사진을 Autodesk Cloud에 업로드하여 3D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전문가용 유료 서비스로,
ReCap 360 (360.autodesk.com) 서비스 구매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utodesk M&E cloud service
••Create high resolution 3D data from photos
••Export to ReCap

있습니다.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덕분에 데스크톱에 얽매이지 않고
고가의 하드웨어 없이도 다양한 작업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설계 옵션의

Autodesk® ReCap & 360 Workflows

성능을 테스트하고 워크플로우의 통합된 형태로
시각화 수를 신속하게 늘릴 수 있습니다.

3D
Mesh

ReCap 360

Point
Cloud

ReCap

Autodesk® ReCap 360 and Mudbox® Workflows

3D
Mesh

ReCap 360

Production Friendly
Mesh Process

Production
Quality Mesh

관리 도구

구입 방법

혜택 관리 및 구성

Maintenance Subscription으로 워크플로우 보상

Maintenance Subscription과 Autodesk
360으로 최신 상태 유지

계약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보고 및 관리 도구를

기존 워크플로우에서 최신 기술, 서비스 및 클라우드

미래의 클라우드 혜택에 접속

사용해 오토데스크 서브스크립션 센터에서 귀사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로

Maintenance Subscription 혜택을 손쉽게 관리할 수

Maintenance Subscription에 가입해 매우 경쟁력

Autodesk 360의 혜택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Maintenance Subscription으로 최신 상태를 유지해

있습니다.

있는 혜택을 누리고 설계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클라우드에서 새로운 기능, 서비스, 제품이 출시되는

극대화하십시오.

대로 바로 이용해보십시오. 오토데스크 계정 정보로

••적용 범위 보고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및 시트를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

••오토데스크 온라인 매장에서 최신 소프트웨어

번호, 계약 시작일/종료일, 그룹명, 제품 세부 사항 등

라이센스에 대한 Maintenance Subscription을

유용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입합니다.

••갱신 보고서: 만료까지 90일이 채 남지 않은 계약과
관련해 갱신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관리 기능 및 도구: 특정 Maintenance

Subscription 혜택을 이용할 자격이 있는 사용자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 보고서: 일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한 클라우드 크레딧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오토데스크 공인협력업체에서 최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한 Maintenance

Subscription을 구입합니다.
••가까운 오토데스크 공인협력업체로 문의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에

Maintenance Subscription을 추가합니다.
••귀하는 이미 Maintenance Subscription 고객이실
수도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서브스크립션 센터에
로그인하거나 다양한 Maintenance Subscription
혜택을 이용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www.

autodesk.co.kr/subscription

Maintenance Subscription 혜택에는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Maintenance Subscription 혜택과 서비스는 언어 및 제품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며 서비스 이용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별 제한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EEA/스위스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는 EAA 와 스위스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지원 시간 연장(“24x5”)은 세 가지 지역별 시간대(미주지역은 EST,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는 CET,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SGT)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4시간 주 5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지정 시간대의 오토데스크 지정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 지원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은 전화 지원 요청을 말하며, 웹 지원 요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Autodesk, Autodesk 로고, Inventor, Revit 및 Green Building Studio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utodesk, Inc. 및 자회사/계열사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명, 제품명, 상표는 각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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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Autodesk, Inc. All rights reserved.

Autodesk 360에 로그인하면 본인이 이용 가능한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협력업체로 문의하거나
지금 바로 서브스크립션을 갱신하십시오.
••Autodesk 360에 로그인:

www.360.autodesk.com
••공인협력업체에 문의:

www.autodesk.co.kr/reseller
••온라인 e-스토어 방문:

store.autodesk.co.kr

스마트하고 유연하면서
강력한 작업 방식

새로운 Autodesk Subscription을 사용하여 작업 방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Autodesk® Subscription은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구입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 현대적이고 유연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전보다 훨씬 다양해진 구입 옵션 중에서 현재 프로젝트 요구와 예산에 가장 잘 맞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utodesk Subscription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지원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업무 처리 속도를 높여보십시오.

Autodesk Subscription은 그 범위가 확장되어 이제 Maintenance Subscription, Desktop Subscription, Cloud Service Subscription 등 Autodesk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브스크립션 제품을 포함합니다.
어느 서브스크립션 제품을 선택하더라도 최신 소프트웨어 릴리즈나 서비스, 엄선된 Autodesk® 360 클라우드 서비스, 유연한 라이센스 권한, 기술 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한 방법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유연한 서브스크립션 방법

클라우드 워크플로우를 위한 강력한 방법

Maintenance Subscription을 사용하면 Autodesk

Desktop Subscription을 사용하면 Autodesk

데스크톱에서 클라우드로 작업 범위를 확장하고

소프트웨어의 영구 라이센스를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할

소프트웨어를 단기간 라이센스하여 기간제 프로젝트

광범위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통해 공동작업을

수 있습니다. 최신 Autodesk 소프트웨어 릴리즈에

진행이나 임시직 고용 등 다양한 업무와 예산 문제를

단순화하며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시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기술 및 시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월간, 분기별 및 연간 Autodesk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클라우드 컴퓨팅 성능을

절약형 기능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Design and Creation Suites 소프트웨어 사용 옵션을

이용하여 시각화 및 시뮬레이션 처리 시간을 크게

Maintenance Subscription을 통해 최신 상태를

선택하고 원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축하고 데스크톱 리소스를 다른 작업에 사용할 수

유지할 경우 업그레이드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소프트웨어

Desktop Subscription을 통해 초기 투입 라이센스

있도록 하여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더 우수한 결과를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투자나 장기 계약 없이도 비용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얻을 수 있습니다.

Maintenance Subscription은 경쟁에서 앞서나갈

있습니다.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Autodesk Subscription -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Gene Evans

Autodesk Subscription 관리자
Woolpert

Autodesk Subscription

다양한 옵션 제공

Maintenance Subscription

Desktop Subscription

Cloud Service Subscription

기능 및 혜택

기능 및 혜택

기능 및 혜택

Maintenance Subscription은 Autodesk

Desktop Subscription은 서브스크립션 고객에게
Autodesk Design and Creation Suite 소프트웨어 및

Cloud Service Subscription을 사용하면 데스크톱에서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유지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원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원하는 기간(월간, 분기별 및

수단입니다.

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과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과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의 무제한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능을 사용하여

••최신 소프트웨어 릴리즈를 사용하여 항상 최신 상태를

••최신 소프트웨어 릴리즈, 엄선된 Autodesk® 360

클라우드로 작업을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에 국한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특수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라이센스 권한을 통해 필요한 도구를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Autodesk® 360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이동성을
높이고 공동작업을 개선하며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및 기술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적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초기 투입 라이센스
투자나 장기 계약 없이도 비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기 프로젝트 및 인력 충원 요구의 변경에 따라 쉽게
규모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험은 줄어들고 기능은 향상됩니다.

••신속한 기술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또는 휴대용 기기를 통해 클라우드에서
모든 팀 구성원과 실시간으로 공동작업이 가능합니다.
••웹과 휴대용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프로젝트
파일에 액세스하여 프로젝트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신 서비스, 유연한 라이센스 권한 및 기술 지원을

Desktop Subscription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없이도 복잡하고 리소스 집약적인 작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Maintenance Subscription 기능에 대한 자세한

autodesk.com/desktop-subscription

Cloud Service Subscription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utodesk.com/maintenance-subscription

autodesk.com/cloudservice-subscription

자세한 내용은 autodesk.co.kr/subscription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Autodesk Subscription 고객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신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릴리즈에 액세스

엄선된 Autodesk® 360
클라우드 혜택

서브스크립션 혜택은 Autodesk Subscription 사용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어, 지역 및 제품에 따라 일부 서브스크립션 혜택이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액세스하려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며 서비스 약관에 명시된 지리적 제한이 적용됩니다. Autodesk, AutoCAD,
Autodesk Inventor, DWF, DWG, Green Building Studio, Inventor 및 Revit은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utodesk, Inc. 및 자회사/계열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 이름, 제품 이름 또는 상표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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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Autodesk, Inc. All rights reserved.

기술 지원

상세보기 및 구매 정보
강사가 진행하는 강의나 자율학습에서부터 온라인 교육이나 교육 자료에 이르기까지
오토데스크는 각 사용자에게 적합한 학습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Entertainment Creation

Suite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오토데스크 공인협력업체에 문의하십시오. 해당 지역의
공인협력업체를 찾으려면 www.autodesk.co.kr/reseller를 확인하십시오.

오토데스크 교육
오토데스크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무료* 소프트웨어, 커리큘럼, 교육 자료, 기타 리소스 등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해 학생들이 성공적인 디자이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토데스크 공인 교육 센터(ATC®) 사이트에서 전문가의
안내를 받고 오토데스크 인증으로 자신의 실력을 검증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utodesk.co.kr/education을 확인하십시오.

오토데스크 서브스크립션
오토데스크 서브스크립션 고객은 최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온라인 기술 지원,
유연한 라이센싱 권한 등 더욱 다양해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utodesk.co.kr/subscription을 확인하십시오.

*무료 제품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때 함께 제공되는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 조건을 준수합니다.
**제품이나 지역에 따라 서브스크립션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토데스크 공인협력업체나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주)키미데이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14 하이트진로빌딩 17층
대표전화: 02-555-8004 팩스: 02-568-8004
기술지원문의: 02-3288-8700

Autodesk, ATC, AutoCAD, FBX, Maya, MotionBuilder, Mudbox, SketchBook 및 3ds Max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utodesk, Inc. 및 자회사/계열사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명,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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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Autodesk, In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