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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VIP(Value Incentive Plan)는 구독 기반의 라이선스 프로그램으로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간편하게 Adobe 제품을 구매, 배포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독 기간 동안 10개 
이상의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VIP 멤버는 3년 약정 동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VIP Select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연장된 기간 동안 모든 라이선스 구매에 대한 예산 예측 및 다년간의 비용 절감
3년 약정의 VIP Select를 통해 연장된 기간 동안 설정한 라이선스 수량에 대해 확정된 가격*으로 예산을 예측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약정 기간 동안(2회 갱신을 통한 최대 3년) 모든 VIP 구매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또한 라이선스를 추가할 수 있으며, 약정한 수량만 유지 관리하면 됩니다.

3년 약정 시 추가 할인 혜택
기업 및 공공 기관 고객의 경우:  
3년 약정은 1년 구독에 비해 더 큰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VIP Select 멤버가 3년 약정을 수락하면 
라이선스 등급이 추가 할인 혜택이 적용된 등급으로 
전환됩니다.

3년 약정의 VIP Select를 시작하기 위한 단계

VIP 등록
어카운트 관리자(Adobe 담당자 또는 Adobe 리셀러)에게 연락합니다. 등록과 동시에 첫 주문이 
가능합니다.

VIP Select 자격 획득
단일 주문 시 또는 약정 기간 동안 총 10개 라이선스를 구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동화된 룩백
(Look-Back)을 통해 10개 라이선스를 구매하면 VIP Select 자격을 자동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3년 약정 수락
VIP Select 자격을 획득하면 귀사의 3년 약정 수락에 대한 제안 내용이 포함된 "VIP Select 환영" 
이메일을 수신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더 높은 할인 등급으로 라이선스 추가
더 높은 할인 등급 즉, 사전에 수락한 3년 약정 가격으로 신규 라이선스를 구매합니다.

3년 약정 계약 예제
3년 약정을 수락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설정한 수량의 라이선스를 유지 관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3년 약정 기간 동안 연간 두 번 설정한 라이선스 수량을 갱신하게 됩니다. 다음은 두 가지 예제입니다.

예제 A: 회사에서 120개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VIP Select 자격을 획득합니다. 약정 기간 동안 최소 120개의 
라이선스를 유지 관리하는 데 동의하는 3년 약정을 즉시 수락합니다. 계약에 동의한 후 추가한 라이선스에 대한 
유지 관리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예제 B: 공공 기간에서 100개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VIP Select 자격을 획득합니다. 나중에 20개의 라이선스를 
추가한 다음 약정 기간 동안 최소 120개의 라이선스를 유지 관리하는 데 동의하는 3년 약정을 수락합니다.

다년간의 할인 적용을 통한 비용 절감
VIP Select 멤버를 위한 3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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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www.adobe.com/go/
buyingprograms

080-950-0880으로 Adobe 
담당자에게 연락하거나 Adobe 
공인 리셀러에 문의하십시오.

* 특정 가격은 언제나 VIP Select 멤버와 Adobe 담당자 또는 Adobe 리셀러의 협의 하에 정해집니다.

라이선스 
수량

VIP Select 
할인 혜택

VIP Select + 3년 약정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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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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