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P(Cumulative Licensing Program) TLP(Transactional Licensing Program)
데스크탑 제품 구매를 위한 볼륨 라이선스 프로그램 별도의 계약이 필요 없는 데스크탑 제품의 일회성 구매

고객 프로필
모회사의 할인 등급을 전 세계에 분산된 산하 조직과 
자회사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조직

간소화된 관리 및 신속하고 간편한 한 번의 거래를 선호하는 
조직

라이선스 유형 영구 라이선스* 영구 라이선스

계약 기간 2년 없음 

대량 구매에 따른 할인 혜택 누적 가능 없음

제품  
(다음 페이지의 전체 목록 참조)

Acrobat 2017(데스크탑 버전 전용) 및 기타 데스크탑 제품 Acrobat 2017(데스크탑 버전 전용) 및 기타 데스크탑 제품

새로운 제품 기능 이용 적격한 데스크탑 제품에 대한 선택 사항 적격한 데스크탑 제품에 대한 선택 사항

라이선스 관리 Adobe의 LWS(Licensing Website)를 통한 배포 및 관리 Adobe의 LWS(Licensing Website)를 통한 배포 및 관리

지원 구매 지원 구매 지원

구매 방법 Adobe 공인 리셀러 Adobe 공인 리셀러

VIP(Value Incentive Plan) ETLA(Enterprise Term  
License Agreement)

기간 옵션 및 로열티 보상이 포함된  
구독 라이선스

3년 약정으로 기업 전체의 요구 사항에  
맞춤화되는 라이선스 계약

고객 프로필
진화하는 요구 사항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최신 Adobe 앱,  
툴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조직

3년 약정으로 대기업을 위해 설계된 클라우드 및 데스크탑 
제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조직

라이선스 유형 구독 기간

계약 기간 1 – 3년* 3년

할인 VIP Select를 통해 이용 가능 협상 가능

제품 
(다음 페이지의 전체 목록 참조)

Adobe Creative Cloud, Adobe Acrobat DC, Adobe Stock for 
teams, Adobe Captivate, Adobe Presenter, Adobe Presenter 
Video Express

Creative Cloud for enterprise, Adobe Document Cloud for 
enterprise, Adobe Captivate, Adobe Presenter, Adobe Stock for 
enterprise

새로운 제품 기능 이용 새로운 기능과 업그레이드를 출시와 동시에 이용 새로운 기능과 업그레이드를 출시와 동시에 이용

라이선스 관리 라이선스, 사용자 및 배포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툴 라이선스, 사용자 및 배포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툴

지원 제품별로 다른 지원 제공 제품별로 다른 지원 제공

구매 방법 Adobe 공인 리셀러 또는 일부 Adobe 콜센터 Adobe 영업 대표 담당자에게 문의

*공공 기관 고객은 추가 기간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dobe 공인 리셀러에 문의하십시오.

Adobe 구매 프로그램 비교 가이드
기업 및 공공 기관용



*  이용 가능한 제품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제품 변동 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전체 제품 목록을 살펴보려면 Adobe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참고: 중국의 VIP 솔루션에는 Creative Cloud for teams 및 Creative Cloud for enterpris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라이선스를 구매하려면 중국의 
리셀러에 문의하십시오.

 Adobe, the Adobe logo, the Adobe PDF logo, the Creative Cloud logo, Adobe Premiere, Acrobat, Captivate, ColdFusion, Creative Cloud, Flash, Flash Builder, Font 
Folio, FrameMaker, FreeHand, Illustrator, InDesign, Lightroom, Photoshop, and RoboHelp are either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Adobe in the United 
States and/or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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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프로그램에서 이용 가능한 Adobe 제품*

VIP(Value Incentive Plan)

Creative Cloud for teams 
Creative Cloud for enterprise 

Acrobat Pro DC for teams 
Acrobat Pro DC for enterprise

Acrobat Standard DC for teams 
Acrobat Standard DC for enterprise

Adobe Presenter Adobe Technical 
Communication Suite

CLP(Cumulative Licensing Program) 및 TLP(Transactional Licensing Program)

Acrobat Pro 2017(데스크탑 전용) Acrobat Standard 2017 
(데스크탑 전용)

Adobe Technical

Communication Suite

Adobe Captivate

Adobe ColdFusion 제품군 Adobe Flash Builder 제품군 Adobe Font Folio Adobe FrameMaker 제품군

Adobe FreeHand Adobe Photoshop Elements Photoshop & Premiere 
Elements 번들

Adobe Photoshop Lightroom

Adobe Premiere Elements Adobe Presenter Licensed Adobe Presenter  
Video Express

Adobe RoboHelp 제품군

ETLA(Enterprise Term License Agreement)

자세한 내용은 www.adobe.com/kr/howtobuy/buying-programs.html 을 참조하십시오.

Adobe Stock for teams Adobe RoboHelp 
제품군

Adobe FrameMaker 
제품군

Adobe Captivate Adobe Presenter 
Video Express

Adobe Sign Adobe 
Substance

Creative Cloud 
for enterprise

Adobe Document 
Cloud for enterprise

Adobe Stock for 
enterprise

Adobe RoboHelp 
제품군

Adobe Sign

Adobe Captivate Adobe Presenter Adobe Technical 
Communication Suite

Adobe FrameMaker 
제품군

Adobe Substance

http://www.adobe.com/kr/howtobuy/buying-program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