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Geomagic Design X 유지 보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까요?

3D Systems® Geomagic 유지 보수 프로그램은 올인원 보호 플랜으로서, 귀사가 Geomagic 소프트웨어 버전을
가장 효율적인 최신 버전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적시에 경쟁력 있는 기술 지원을 누구보다도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Geomagic 유지 보수 프로그램은 디지털 연계의 핵심 요소로,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성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첨단을 달리세요

당사 엔지니어는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출시될 때마다 모든 업데이트
및 개선 사항을 완전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에는 버그 수정,
사용자 요청 개선 사항, 신규 버전 출시 및
플러그인 등이 포함됩니다. 최신 도구 및
기술을 활용하여 업계 경쟁력을 유지하세요.
새로운 기능은 소프트웨어가 최상의 상태로
실행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Geomagic
유지 보수 프로그램은 원활하면서도 중단
없는 워크플로를 유지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당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년 매 분기에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장래에도 소규모 릴리스를
자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혁신을
경험하세요

3D Systems는 그 시작부터, 혁신에 대해
고객이 응용 분야 요건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객과 협력하는 고객 중심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제 유지 보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 조기에 특징과
기능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고객은 연구 개발 과정에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혁신적인 기능을 조기에
살펴보고 피드백을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플러그인 구조는
3D Systems가 신속하게 고객 지원 요청을
취합하여 많은 사례에서 고객의 비즈니스
핵심 요건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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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magic.iss.americas@3dsystems.com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캐리:
+1.800.691.1839
브라질: +55.11.3318.5100
멕시코 : +52.(644).114.6401
geomagic.sales.emea@3dsystems.com
독일, 다름슈타트: +49.6151.357.0

geomagic.sales.apac@3dsystems.com
동남아시아 : +60.12.398.8473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 +61.450.593.739
인도: +91.98404.78347

geomagic.sales.japan@3dsystems.com
도쿄: +81.3.5798.2510

전문가 팀과 함께
협업하세요

Geomagic 기술 지원 팀은 귀사가 선호하는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을 돕습니다. 당사
고유 기술 팀과 함께라면 전화,
웹 회의, 데이터 협업 시스템을 통한
1대1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
팀은 라이선스 획득, 메뉴 명령, 설치
및 일반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귀사가
당사의 고용량 '지식 기반'을 탐색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지원합니다. 지원 웹
사이트 (https://support.geomagic.com)
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geomagic.sales.china@3dsystems.com
전화: +86.400.890.7899

geomagic.sales.korea@3dsystems.com
서울: +82.2.6262.9900

지금 바로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https://www.3dsystems.com/support/softw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