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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허브는 보다 전문화된 e-Marketing Business를 근간으로 기업 ‘정보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주요 업무용 

소프트웨어,그래픽, RMS(랜더팜 관리 툴) 보안 및 백업 솔루션 제품군, 그리고 기타 하드웨어(랜더팜 등) 제품군 등 

IT 전반에 걸쳐 여러분이 필요로 하시는 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년간 현장 경험을 통해 축적해온 비즈니스 노하우를 기본으로 기업용 Application 공급은 물론 

기업의 IT자산관리, Consulting, Technical Service, 교육 지원에 이르는 ‘Total IT Service’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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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obe

   - Adobe APC Platinum Partner

   - 제품군 라이센스 컨설팅

  1. Autodesk 

   - Gold VAR (Gold Value Added Reseller)

   - 3ds MAX suite, MAYA suite, AEC, BDS, 

      Revit, AutoCAD 외 Autodesk 전제품 

      판매 및 기술지원

3. V-ray 

   - 전문 파트너

   -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 V3 제품 파트너 

   - 전사적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통합 바이러스 방역 컨설팅 제공 및 기술지원

7. 안철수 연구소

   - 한글 라이센스

   - 패키지 중소기업 전문 파트너

6. 한글과 컴퓨터

   - Microsoft Gold Certified Partner

   - 라이센스 앤 소프트웨어 컨설턴트 파트너 

   - 서버 제품군

   - 컨설팅 및 기술지원서비스

5. Microsoft 

   - 전문 파트너

4. Zbrush 

주요 사업 내용

Partner

ZBRU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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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loud for Teams(CCT)는 어도비의 새로운 라이선스 프로그램으로 

최대150개의 라이선스를 빠르고 유연하게 설정 및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툴 및 14개의 새로운 CC 앱을 비롯한 

모든 Adobe 크리에이티브 앱을 이용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의 라이선스입니다.

Adobe Creative Cloud 주요 장점

▶ 세계 최고의 툴 이용
    기존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과 모바일용 앱을 통해 기존 서비스에 다양한 추가 툴과 서비스를 이용

▶ 팀과의 공동 작업
     클라우드 공간 100G를 이용하여 파일을 공유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디바이스 간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프로젝트 공유

▶ 중앙관리
     라이선스 관리자는 구매한 CCT를 실사용자를 초대하여 할당할 수 있으며 팀원 변경시 재할당이 가능

▶ 최신 기능 유지
     CCT는 새로운 기능을 업데이트하여 최신 기술을 유지하여 사용

▶ OS, 언어에 상관없이 사용
     Microsoft Windows, Mac OS 모두 사용가능. 영문, 한글외에도 기타 국가에 대한 언어 사용이 자유로움

ADOBE  CREATIVE CLOUD™ MEMB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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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탑 앱 (*는 개별로 구매 가능한 제품)

▶ 모바일 앱

· Illustrator Draw
· Photoshop Sketch
· Comp CC
· Experience Design
· Preview CC

· Spark Page
· Spark Post
· Spark Video
· Premiere Clip

· Photoshop Lightroom
· Photoshop Mix
· Photoshop Fix
· Aviary 포토 에디터
· Photoshop Express

· Project Felix
· Dreamweaver*

· Muse*

· Acrobat Pro*

· Animate*

· Audition*

· Bridge

· Character Animator
· Media Encoder
· Fuse
· Flash Builder
· InCopy*

· Prelude
· Spark

· Scout
· SpeedGreade
· Story Plus
· PhoneGap Build
· Gaming SDK
· Extension Manager
· ExtendScript Tool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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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Creative Cloud 제품 종류

· Photoshop*

· Lightroom
· Illustrator*

· InDesign*

· Experience Design
· Premiere Pro*

· After Effects*

· Capture CC
· Behance
· Portfolio
· Creative 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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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오토데스크 제품을 제공하는 새로운 인더스트리 컬렉션은 더욱 간편해진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 멤버쉽 가입 및 관리 방식으로 더욱 확장된 

가치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필수 도구를 합리적인 단일 가격 체계로 제공]

가장 필수적인 도구 개인 및 팀을 위한 솔루션 단순한 소프트웨어 관리

고객의 작업에 가장 적합한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패키지로 묶었습니다. 여러 가지 오토데스크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단일 사용자 라이센스를 선택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려는 경우에는 복수 사용자 라이센스가 포함된 

멤버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최신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간편한

업데이트 및 사용 방식, 구매 주기 통합, 라이센스 

관리 간소화 등이 지원되어 관리가 한결 수월합니다.

시각 효과 아티스트 및 게임 개발자를 위한 종합적인 3D 애니메이션 도구 세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컬렉션 

아티스트, 애니메이터, 캐릭터 모델러는 최신 3D 애니메이션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구를 이용해 고품질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3D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그램을 활용한 엔터테인먼트]

Autodesk Media & Entertainment Collection 제품 구성

Desktop 제품 Cloud 제품

Autodesk 3ds Max Character Generator

Autodesk Maya ReCap 360 Pro

Autodesk MotionBuilder Rendering in A360

Autodesk Mudbox 저장 공간(25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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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a® 3D 애니메이션 제작, 모델링, 시뮬레이션 및 렌더링 소프트웨어로 여러분의 상상을 실현해 보십시오. 

Maya를 통해 아티스트는 하나의 빠른 크리에이티브 도구 세트를 사용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3D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사용자화할 수 있는 3ds Max® 3D 협업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보다 빠르게 캐릭터와 환경을 현실 속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및 설계 전문가를 위해 마련된 새로운 사용자 요청 기능과 향상된 기능을 활용해 보십시오.

3D 모델링, 애니메이션 및 렌더링 소프트웨어

Mudbox에는 다양한 스컬프팅 도구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테면, 볼륨 및 서페이스 폴오프(Volume and Surface Falloff) 

옵션, 표면을 매끄럽게 하면서 메쉬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릴랙스 브러시(Relax Brush), 그랩 브러시(Grab Brush)에서 

메쉬에 소용돌이와 같은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트위스트(Twist) 

기능 등이 있습니다.

Autodesk® MotionBuilder® 는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원했던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아티스트, 개발자, 감독, 카메라 감독들의 일상 

작업을 한결 더 수월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향상된 기능들 덕분에 

스튜디오에서는 모션 캡처뿐만 아니라 게임 개발, 시각화, 

사전 시각화, 가상 영화 제작, 장편 영화 제작 등에서 이용하는 

기타 애니메이션 데이터까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조작하고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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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운용 가능한 3D 빌딩 설계 및 문서화를 위한 종합 소프트웨어
입니다. Building Design Suite는 건축가, MEP 및 구조 
엔지니어, 시공 전문가용 BIM(빌딩 정보 모델링) 
및 CAD 기반 워크플로우를 지원합니다.

[BIM 및 CAD용 빌딩 설계 소프트웨어]

Autodesk Architecture, Engineering & Construcion Collection 제품 구성

Desktop 제품 Cloud 제품

AutoCAD AutoCAD 360 Pro

AutoCAD MEP Structural Analysis for Revit

AutoCAD Architecture FormIt 360 Pro

AutoCAD P&ID AutoCAD P&ID

AutoCAD Civil 3D InfraWorks 360

AutoCAD Plant 3D

Revit : Includes

Insight 360: Includes

Revit Architecture
Revit MEP
Revit Structure

Energy Analysis for Revit

Lighting Analysis for revit

Green Building Studio

AutoCAD Electrical ReCap 360 Pro

AutoCAD Raster Design

Navisworks Manage

Vehicle Tracking

3ds Max

AutoCAD Map 3D Rendering In A360

AutoCAD Utility Design

Storage(25GB)

지능형 모형 기반 도구를 사용하면 토목 설계 프로젝트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 더욱 정확하고 액세스 가능하며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토목 설계용 3D 디자인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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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AD® Civil 3D® 토목 엔지니어링 설계 및 문서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빌딩 정보 모델링(BIM) 워크플로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BIM은 건설생애주기 동안에 발생되는 정보들을 표준적인 모델 데이터로 관리해 

이해당사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토목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로 3D 모델링

Why BIM?

Revit® BIM 프로그램은 빌딩 정보 모델링(BIM)용으로 개발되어 

건축 디자인, MEP 엔지니어링 및 구조 설계와 시공 분야를 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최상의 디자인을 위한 선택

• BIM 또는 CAD 기반 도구로 설계하면서 신속하게 다앙한 대안 평가 

• 사실적 3D 시각화를 제작해 손쉽게 설계 의도 전달, 충돌 요소 파악, 
     큰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설계변경횟수감소 

• 여러 팀원 및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일정과 예산에 맞게 작업 진행

• 시공에 착수하기 전에 동합 분석을 활용해 보다 쉽게 설계와 시공 관련 
     결정 사항 전달 

• 보다 더 일관적으로 고품질 시방서와 건축 모델제작

프로젝트 수행 개선 보다 일관된 데이터 유지 프로젝트 변경에 보다 빠르게 대응

프로젝트 품질 및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설계

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결과물을 자동 관리하고 문서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세 설계를 빠르게 수행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DESIGN

BUILD

• 3D Model 생성
   •에너지 분석
      •가상 모델 하우스

    • 공정 협업
•정밀 시공

PLAN

MANAGE

• 수주 및 변화 대응
• 사업 타당성 검토 　

• 법규 검토　　 

• 유지 관리　　
•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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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시각화 및 협업 도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3D 제품 디자인 솔루션입니다.

[혁신적인 3D 제품 디자인 소프트웨어]

제품 및 공장 설계를 위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 단일 필수 패키지
제품 설계 컬렉션

Autodesk Product Design Collection 제품 구성

Desktop 제품 Cloud 제품

AutoCAD AutoCAD 360 Pro

Inventor Professional

AutoCAD Architecture Fusion 360

Navisworks Manage

AutoCAD Electrical ReCap 360 Pro

Vault Basic

AutoCAD Mechanical Rendering in A360

3ds Max

Factory Design Utilities Storage(25GB)

Autodesk Inventor는 전문가 수준의 제품 개발 워크플로우를 제공해 사용자가 실제 제작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 아이디어를 실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들과 실시간으로 설계 

정보를 공유하여 협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개인과 기업이 조직 규모에 관계 없이 우수한 제품을 

훨씬 더 빨리 출시할 수 있습니다. Autodesk Inventor는 컨셉에서부터 설계, 제조, 판매 및 그 이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즉, 제품 개발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 단계에 걸쳐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이미지 제공: Vimek AB

• 혁신적인 제품을 더 빠르게 제작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제품 설계 및 검증

• 최적 형상 설계를 위한 환경

• 설계 협업 및 공유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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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엔진
Auto CAD로 더욱 신속하고 정교한 도면 작성 및 세부사항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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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ion 360 은 설계와 협업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3D 설계 솔루션 입니다.
설계부터 엔지니어링, 제품화 까지 제조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Fusion 360 은 3D CAD 미들 레인지로 대변되는 제품과 유사한 수준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Autodesk Fusion 360 vs Ultimate

Fusion 360 은 T-Spline 스컬프트 모델링 기능을 
활용해 빠르고 유연하게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전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모델링과 히스토리 모델링 방식이 
유기적으로 통합 되고, 보다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당신의 디자인에 최적화된 
시뮬레이션 기능도 제공합니다.

간단한 드래그-앤-드롭 방식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렌더링 기능과 환경, 효과  그리고 시각화 
스타일 기능을 제공합니다.

Design Engineering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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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t into Stingray

1. 데이터 중심의 최신 아키텍처

      Stingray는 완벽하게 데이터 중심의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최신 게임 엔진으로서 확장성을 대폭 높여줄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구성 파일을 

      한결 더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놀라운 렌더링과 비주얼

      현재와 미래의 시각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게임들을 대상으로 설계된 Stingray는 강력한 렌더링 시스템을 제공해 우수한 비주얼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 기반의 재료와 조명 덕분에 렌더링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놀라운 결과를 즉시 얻을 수 있습니다.

3. 강력한 사전 통합 도구

      Stingray는 다양하고 강력한 사전 통합형 미들웨어 도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도구들을 활용해 소형 기업과 AAA 모두 가장 스펙타클한 게임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로는 Autodesk® Beast™, Autodesk® HumanIK®, Autodesk® Navigation, Autodesk® Scaleform® 기반의 UI 기술, 

      Audiokinetic Wwise, NVIDIA PhysX 등이 있습니다.

4. 더 쉬워진 모바일 배포 및 테스트

      Stingray와 다수의 동시 대상 플랫폼들 간의 실시간 링크를 통해 매우 신속히 게임을 평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해졌습니다.

5. 자기만의 방식 개발

      Stingray는 기술력에 관계 없이 모든 게임 제작업체들을 위해서 맞춤 게임 로직을 만들 수 있는 매우 다양한 개발 도구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초보자들도 보다 쉽게 

     게임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는 디자이너들도 게임플레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하드코어 C++ 프로그래머 또는 가장 

     심층적인 액세스 권한이 필요한 팀의 경우, 소스 코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Sony® PlayStation® 4

• Microsoft® XboxOne®

• Oculus Rift DevKit 2

• HTC Vive

• Apple® iOS

• Google® Android®

• Microsoft® Windows 7® 및 Windows 8®

The new 3D game engine from Autodesk

지원되는 플랫폼

FREE TRIAL: Autodesk.com/TryStingray

A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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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데스크 3D 도구와 Autodesk® Stingray 게임 엔진 간의 상호 운용성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므로 
아티스트와 개발자가 두 도구 사이에서 3D 콘텐츠를 가져오고, 보고, 수정하고, 조작하는 것이 한결 더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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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의 빠른 작업 처리를 지원하고 개발자가 쉽게 배포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도구

Hiero, Houdini, MARI, Max, Maya, MotionBuilder, 
Nuke, Photoshop, Softimage 등 아티스트가 일상적으
로 사용하는 도구뿐만 아니라 Tweak의 RV 및 cineSync
와 같은 검토 도구, 그리고 렌더 관리자인 Deadline, 
Qube 및 Rush와

Shotgun의 기존 앱을 이용하여 폴더를 탐색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 이러한 앱은 모든 크리에이티브 응용 프로그램
에서 작동하고 사용이 간편하며 완벽하게 구성가능하고 
파이프라인에 잘 맞습니다.

폴더 구조와 파일 이름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템플릿을이
용하여 . 아티스트는 명명 방식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없으
므로 파일 관리가 아니라 아트에 집중할 수있습니다.  

소스/버전 관리를 사용하는 경우, Shotgun은 Perforce
와 통합되기 때문에 Maya, Photoshop 및 기타 DCC 응
용 프로그램 내에서 직접 자산을 체크인 및 체크아웃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의 도구 모음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작은 메뉴 트
레이에서 직접 주요 생산성 도구를 빠르게이용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브라우저에 접근하고 설치 단계를 기억하며 
커맨드라인 프로세스를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티스트와 감독자의 빠른 반복 작업과 여러 팀 간 협업을 지원하는 도구

아티스트 친화적인 Media App으로 진행 중인 작업을 재
생목록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정리
아티스트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앱 내에서, 혹은 브라우
저에서 직접, 간편하게 검토할 작업 제출

스튜디오 외부의 클라이언트까지 포함하여 안전하게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프로젝트 관계자들 사이에서미
디어 공유

어디서든 컨텍스트 내에서 고해상도로 매우 빠르게 작업
을 재생 및 검토. 최근 컷에 접근하고 여러 버전을 비교쉽
고 빠르게 노트 추가. 프레임,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적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전달. 모든 피드백이 
자동으로 추적되고 모든 해당 내용에 연결되며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Shotgun 받은 편지함 사용으로 스팸 방지. 가상 작업실 
역할을 하는 간편한 ‘My Tasks’에서 진행 중인 태스크의 
모든 작업 흐름을 관리하고, 파일/노트/게시 등을 확인한 
후 후속 작업을 결정합니다.

관리자가 프로덕션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즈니스 도구

프로젝트와 중요 단계 및 시점에 투입할 인력과 작업
일정을 계획합니다.

영화 장면과 자산, 게임 레벨,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티켓 
등 제작 대상에 관계 없이 모두 추적합니다. 템플릿을 이
용해 쉽게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는 장면과 자산에 연결되고 추적됩니다. 관리자는 
모든 태스크의 차트를 보고 아티스트는 자신의 태스크 차
트만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빠른 텍스트 검색 또는 고급 쿼리를 이용해 필
터링할 수 있습니다. 표시할 정보를 선택하고 세부 내용
을 조정하고 최종 대시보드를제작합니다.

원할 때 언제든지 강력한 도구를 이용하여 다수의 항목

을 선택한 후 즉시 편집하고, 스프레드시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사용자 지정 필드와 상태를 추적하고, 권한 수
준을 세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추적

검토 및 승인

자산 관리

최고의 결과물과 높은 수익성을 실현하는 솔루션

Shotgun은 스튜디오에서 단일 프로젝트 또는 모든 작업과 관련된 전체 작업자, 태스크 및 자산을 계획, 추적 및 관리하고 상호협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아티스트, 감독자, 관리자 및 개발자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도구 세트로 모든 작업자의 작업 속도를 높여
줍니다. Shotgun은 고객과의 협력 과정을 거쳐 개발되며 전세계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에서 이용하는 모범적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Shotgun은 사용자 지정도 손쉬워 구입 즉시 바로 사용하거나 원하는 대로 맞춤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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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진보적인 모델링 방식 - Sculpting Modeling
     ZBrush는 조각과 점토를 다루는것처럼 다듬고 깍는것과 같은 방식으로 3D & 

     2D 모델링을 제작하는 방식이므로 매우 복잡한 모델링이라도 단시간에 높은 

     수준의 조형물 제작이 가능

▶ 가장 직접적인 고품질 시각화 - Real-time editing & modification
     일반 Polygon 모델링의 경우 면 분할에 있어 미리 예측하고 계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ZBrush에서는 아티스트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형태를 표현

3D 모델링과 3D 페인팅의 모든 시작과 끝

Z
b

ru
sh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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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그룹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디자인 산업을 위한 최상의 렌더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0년 이상의 개발 과정을 통한 
V-Ray®는 속도, 품질, 안정성과 사용의 편리함으로 인해 렌더링 소프트웨어의 대표 주자로 발돋움 하였으며 건축 디자인을 위한, 영화&비
쥬얼 이펙트를 위한, 자통차&제품디자인을 위한 렌더링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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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e Only

더 짧은 시간에 더 좋은 App 만들기

차별화된 UX & UI 기반 Native App 개발

완벽한 Native App과의 통합 및 호환

퓨즈는 혁신적인 Workflow 기반의 최첨단 Mobile App 개발 플랫폼입니다. “Cross-platform” 한번의 코딩으로 
Android, iOS, PC Application 제작할 수 있으며 향후 Web Application, VR, Hologram 지원 예정입니다.

• 디자이너와 Web 개발자도 쉽게 Native App을 개발
• View를 통해 반영 사항 실시간으로 확인
• One Compile로 개발 시간 단축
• Native App 개발 시 대비 80% 코드 감소
• XML과 JavaScript 사용

• 재사용 가능한 Component 기반 개발
• 다양하고 화려한 Animation 효과 쉽게 구현
• UI Kit 제공을 통한 맞춤형 UI 구현 가능
• 차트 및 디바이스 제어 Component 제공

• 이해하기 쉬운 XML 기반의 UX Markup 코드
• UX Markup은  언제든 재사용 가능한 Component 기반의 UI 지원
•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JavaScript로 
     Cross-platform 의 business logic 구현
• UX Markup & JavaScript을 Native Code로 변환

• GPU 가속 Computing 으로 강력한 성능 제공
• 연산 집약적 부분 -> GPU 
• Code 처리 -> CPU
• Fuse Source를 Native Code(C++)로 변환
• GPU Accelerated Animation 지원

• 표준 플랫폼과 호환되는 Native 코드로 Converting
• X-Code 와 Android기반 Native App과의 통합 지원
• 모든 디바이스의 다양한 Native 기능 구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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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Porential, Our Passion Winning Together!!!
마이크로소프트는 1975년 미국에 설립되어 현재는 107개 국가에 6개 지역본부를 두어 고객과 파트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4년 한국지사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는 다양한 사업 분야로 진출하여 클라이언트, 서버 및 툴 비즈니스, 온라인서비스 

비즈니스, 비즈니스 디비전 및 디바이스 디비전 관련 사업을 확장하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고객의 기업형태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볼륨라이선스, 패키지, SPLA 그리고 클라우드서비스인 Office 365까지 

출시하였습니다.

Microsoft 주요프로그램

볼륨라이선스 패키지

Office 365SPLA
(Service Provider License Agreemont)

Microsoft의 볼륨라이선스 프로그램은 기업의 규모와 

라이선스 영구사용권/임대기간 사용권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방안을 통하

여 가장 최적화된 볼륨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Microsoft의 패키지 제품은 Full Packacge 제품으로 PC

대수 5대 미만인 업체의 경우 라이선스 구매가 불가능 하므로 

패키지 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제품구성은 Windows8, Office 2013을 포함하여 

Server 및 개발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한글과 영문

의 2가지 버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공급자 전문가 및 소기업용으로 제공되는 

Microsoft Office 365는 사용자에게 친숙한 Microsoft 

Office 웹 앱스에 기초한 가입형(Subscription) 서비스

로서, 손쉽게 비즈니스 운영에 필수적인 높은 보안성, 신

뢰성이 보장되며 관리에 편리한 웹 지원 도구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공급자는 Microsoft SPLA(서비스 공급자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3년의 계약기간동안 월별로 Microsoft 라이

선스 제품을 배포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호스트된 응용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

습니다. 서비스 공급자는 고객이 아니라 라이선스 실시권자

이기 때문에 SPLA를 통해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을 간소

화할 수 있으며, 다른 MIcrosoft 볼륨 라이선싱 프로그램

과 달리 SPLA는 호스팅을 위한 Microsoft 제품 사용을 허

가합니다.

로그인

로그인

M
i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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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No.1 오피스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워드의 한계를 넘다. 데이터의 한계를 넘다. 표현의 한계를 넘다.

이제  한컴오피스 NEO 하나만으로 다른 오피스 SW에서 작성된 문서까지 편집하고, 원하는장소에서 자유롭게 업무를 보고, 
작성된 문서를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표준 문서 파일 포맷
(OOXML, OWPML, ODF) 지원

STANDARD

완벽한 호환성
PDF를 오피스 문서로 편집하기
Netffice 24를 동한 클라우드 환경 제공
다국어 변역 기능

COMPATIBILITY

악성코드 차단을 통한 보안 강화
개인정보 검색/변경 기능을 통한 정보보호 강화
텍스트를 3D 효과 및 3D  프린터 출력 지원

DISTINCTION

기간계  시스템에서 활용도가 높은 API를 제공하여, 범용
적 기업솔루션에 적용

쿼리 마법사를 사용해 외부 데이터베이스 파일에서 현재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 레코드를 선택, 추출하여 데이터를 
필터링을 적용하고 정렬 조건을 지정하여 데이터 재구성

VBA(Visual Basic for Applications) 언어 활동 가능

매크로 스크립트를 활용한 문서 수정 및 저장 기능

인터넷의 동영상 주소 또는 소스 코드를 사용하여 현재 
슬라이드에서 바로 재생

멀티미디어 컨트롤을 사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프리젠
테이션

오피스 환경에서 텍스트를 3D로 변환하여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 제공

Word 문서 전용 편집기인     워드를 제공하여 DOC, 
DOCX로 작성된 문서를 자유롭게 편집

    워드,     셀,    쇼에서 PDF  문서를 불러와 자유롭게 
편집가능

기존에 구축된 문서 기반 시스템에 적용/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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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hurb.co.kr(주) 디지탈허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7 서울숲L타워 502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1110)

T. 02.425.2544     F. 02.2118.1199

IT 제품 컨설팅 공급 업체 디지탈허브!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최적의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