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yMaxon Organization Accounts  

개요 

대부분의 사용자 –기반 라이선싱 솔루션에서, 라이선스들은 사용자 계정에 고정됩니다. 

따라서, 오직 그 사용자만이 로그인하여 구입한 라이선스들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소규모 스튜디오 또는 대기업 집단에서 라이선스 계정 이름과 

패스워드가 모든 사용자들에게 공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 편리한 방식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스태프들을 대신하여 라이선스를 구입할 수 

있고, 그런 다음 이 라이선스들을 스태프들과 공유하면서도 라이선스들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것이 바로 ‘조직 계정(Organization Accounts)’ 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조직 계정을 이용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MyMaxon 계정을 개인 라이선스에서 조직 

라이선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것들은 개인들 또는 계정 관리자가 

초대할 수 있고 조직에서 아웃시킬 수 있는 그룹들과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와 사용자들을 그룹으로 풀링하여 조직 구조에 더욱 세부적인 세분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표준 라이선스들은 개인들에게만 할당이 가능하지만, 플로팅 

라이선스는 개인 및 사용자 그룹들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Organization 탭 

조직 계정은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으며, Cinema 4D (R21 또는 상위 버전이면 

충분합니다) 업데이트 또는 작업 환경의 변경 또한 필요치 않으며,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미 적용되어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웹 브라우져를 

열어 여러분의 여러분의 MyMaxon 페이지로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https://my.maxon.net/ 

Organizations 탭에서, 여러분의 현재 계정을 조직 계정으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 주어진 이름은 어느 것도 가능하며, 여러분의 조직을 인식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이름이면 됩니다. 요청이 접수되면, 영업 및 지원팀이 가능한 빠르게 

전환 프로세스를 처리할 것입니다. 

https://my.maxon.net/


 

중요 사항: 계정 소유자만이 조직 계정으로 전환하면 되고, 라이선스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계정에 관하여 아무 것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정이 전환되면, Organizations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관리가 복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단순함을 우구하여 

왔습니다. 3 개의 열로 주요 요소들을 모두 다룹니다; Licenses, Groups, Users. 

Licenses: 라이선스 항목은 계정 소유자가 갖고 있는 모든 라이선스들을 보여줍니다. 각 

라이선스들은 사용중인 라이선스의 수, 시용 가능한 수 및 관련 라이선스의 경우 

라이선스 만료 일자 등을 보여줍니다. 



Groups: 조직 관리자는 그룹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그 그룹에 할당된 

라이선스들을 임시로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사용자들 모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Users: 조직의 모든 사용자들이 리스트됩니다. 각 사용자들에는 자신들이 들어있는 

그룹들과 기타 관련 정보들이 표시됩니다. 

조직으로의 사용자 초대 

사용자들을 조직으로 초대하려면, Users 컬럼의 맨 위 오른 쪽으로 가서, 사용자 

추가 버튼(아래 이미지 참조)을 누릅니다 

 

힌트: 신속한 방법으로, 사용자 추가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룹을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가 여러분의 조직에 합류할 것을 수락하면, 사용자들은 자동으로 

선택된 그룹에 추가됩니다. 

사용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한번에 여러 사용자들을 초대하려면, Email 박스 안에 사용자들을 콤마로 구분하여 

입력하면, 각 사용자들은 자신들만의 초대 email 을 받게 됩니다. 

User Name 과 Email Text 는 임의 사항으로서, 발송되는 이메일의 텍스트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원한다면 상황에 맞는 정보들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아직 MyMaxon 

계정이 없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용자들은 초대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OK 를 누르면,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용자는 ‘View your invitations’ 를 누르거나 그 링크를 브라우져에 복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정이 없다면, 계정을 생성하도록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초청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고 이를 수락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소유자 계정의 Organizations 탭에, 초대된 사용자들은 그들이 수락할 때까지 

보류중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초청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그들은 조직의 구성원이 되며, 여러분은 라이선스들을 그 구성원들에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들이 조직에 성공적으로 가입이 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면, 자신들의 라이선스 탭 아래의 Account identifier 를 보면 그들이 현재 속해있는 

그룹의 라벨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한 사용자는 여러 조직의 일원이 될 수 있으며, 멤버쉽은 독점적이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라이선스 할당하기 

이제 사용자가 여러분의 조직의 구성원이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라이선스를 

할당하거나, 만일 플로팅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라이선스들이 할당된 그룹에 

사용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계정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Organizations 

탭에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하여 처리됩니다. 

 

먼저, 라이선스를 개인들에 할당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간단히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루어지는 데, 라이선스를 사용자로 드래그하거나, 또는 사용자를 

라이선스로 드래그합니다. 타겟 아이콘이 녹색으로 바뀌어 유효한 타겟임을 

알려줍니다. 

 

그룹 생성 

Groups 컬럼의 맨 위에서, ‘+’  기호가 그려진 폴더를 누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그룹 

이름을 줄 수 있는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유의 사항: 플로팅 라이선스만이 그룹에 할당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추가와 동시에 그룹이 선택되면, 사용자가 조직에 가입하도록 전송된 초대에 

수락할 때 자동으로 그 그룹에 추가됩니다. 

그룹에 사용자 지정 또는 제거하기 

조직 내의 그룹에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사용자를 그룹에 또는 그룹을 사용자에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타겟 영역이 녹색으로 바뀌면서 유효한 드롭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룹에서 사용자를 제거하려면, Groups 리스트에서 해당 그룹을 선택합니다. All Users 

컬럼이 바뀌어 그 그룹 내에 있는 사용자들만 보여주거나, 간단히 All Users 컬럼에서 

그룹에서 제거할 사용자를 선택하면, 그 옆에 그 사용자가 들어있는 그룹들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그룹을 나타내는 요소의 X 를 클릭하면 그 그룹에서 해당 사용자가 

제거됩니다. 

 



그룹에 라이선스 할당하기 

표준 또는 비-플로팅 라이선스는 사용자들에게만 할당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플로팅 라이선스만 사용자와 그룹에게 할당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 

처럼, 다시, 적절한 컬럼들 사이에서 드래그 앤 드롭하면 됩니다.

 

사용자로부터 라이선스를 제거하려면, 사용자들의 라이선스 항목 리스트에서 사용자를 

찾아 X 를 선택합니다. 

 

라이선스 사용 

사용자의 라이선스 사용 활동을 보려면, 사용자 이름 옆의 드롭 다운 메뉴를 선택하고 

‘Show License Usage’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현재 사용중인 라이선스들을 

보여줍니다. 계정 관리자는 필요할 경우, 사용중인 라이선스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Licenses 컬럼의 드롭 다운 메뉴는 조직 내의 모든 사용자들에 대한 라이선스 사용을 

보여줍니다: 
 

 
 

만일 사용자가 사용중인 라이선스가 조직으로부터의 라이선스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다면, Licenses 탭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각 라이선스가 조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사용자 제거/편집 

조직에서의 사용자 제거 또는 편집은 Users 컬럼에서 해당 사용자를 선택하고 그 

사용자 이름 옆의 드롭 다운 메뉴를 선택하여 수행합니다: 

 

사용자들의 라이선스 사용을 볼 수 있고, 조직의 관리자로 만들 수 있고, 관리자 

권한을 제거할 수 있으며, 또한 조직으로부터 사용자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참조: 계정 소유자는 조직에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MyMaxon 계정 페이지 맨 밑의 계정 상세를 보면 자신이 조직의 

관리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존재한다면, 사용자가 어떤 

계정의 멤버인지를 보여줍니다. 계정의 관리자라면, 아이콘은 위에 작은 톱니 바퀴가 

있는 작은 사용자를 갖게 됩니다. 유의 사항: 조직 멤버는 계정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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