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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쓰리래빗츠는 이 문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별한 언급 없이 이 문서를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서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에 기술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손해, 데이터, 프로그램, 기타 무형의 재산에 관한 손실, 사용

이익의 손실 등에 대해 비록 이와 같은 손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손해 배상 등

기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본 문서를 구입하거나, 전자 문서로 내려 받거나, 사용을 시작함으로써, 여기에 명시된

내용을 이해하며,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각 회사의 제품명을 포함한 각 상표는 각 개발사의 등록 상표이며 특허법과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문서에 포함된 기타 모든 제품들과 회사 이름은 각각 해당 소유주의

상표로서 참조용으로만 사용됩니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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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다음은 이 책에서 사용한 주요 서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요 서식

항목 설명 예

강조 강조가 필요한 단어 및 문장은 진하게 표기했습니다. 강조

메뉴, 버튼, 링크 메뉴, 링크, 버튼 등은 앞과 뒤에 <과 >를 넣어 표기했습니다. <저장>

단축키 키보드에서 동시에 눌러야 하는 단축키는 +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고정폭 글꼴로

표기했습니다.

Ctrl + I

코드, 파일 이름 코드, 명령어, 파일 이름 등은 고정폭 글꼴로 표기했습니다. 3RABBIZ_HOME

다음과 같이 노트, 팁, 주의를 제공합니다.

노트는 본문에 간단하게 추가할 짧은 설명이나 참조, 논평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팁은 도움말 등의 팁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주의는 독자 또는 사용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문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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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신고및문의

이 책 내용 중 기술적인 오류나, 맞춤법 오류 또는 수정하거나 추가하기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다음 이메일 주소로 보

내주세요.

이메일: support@3rabbitz.com

웹 뷰어를 사용한다면 마우스로 글을 선택하면 < 1 수정 요청 보내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수정

요청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mailto:support@3rabbit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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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웍스라이선스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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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뉴얼웍스라이선스체계

매뉴얼웍스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서버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설치형 소프트웨어입니다.

매뉴얼웍스 라이선스는 문서와 사용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선스 문서 수 사용자 수 공급 가격(부가가치세 별도)

평가판 라이선스 ~ 10권 ~ 3명 14일 동안 유효

Personal 라이선스 ~ 10권 ~ 3명 무료

Standard 라이선스 ~ 20권 ~ 10명 ₩ 5,000,000

Premium 라이선스 ~ 100권 ~ 10명 ₩ 12,000,000

Unlimited 라이선스 제한 없음 ~ 10명 ₩ 25,000,000

오픈 소스와 비영리 기관 라이선스 필요한 만큼 필요한 만큼 무료

1.2 라이선스종류

평가판라이선스

평가판 라이선스로 제품 구매 전에 14일 동안 제품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 평가판 라이선스 발급 방법



라이선스 종류 | 3

● 평가판 라이선스 연장 방법

Personal 라이선스

Personal 라이선스는 개인을 위한 라이선스입니다.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ersonal 라이선스 발급 방법

기본 문서 수는 10권이고 사용자 수는 3명입니다. 추가로 필요할 때는 다음 정보를 sales@3rabbitz.com으로 보내

주세요.

● 사용 목적

● 서버 아이디

● 필요한 문서 수와 사용자 수

Standard 라이선스

Standard 라이선스는 1~2개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도움말과 매뉴얼을 작성할 때 적당합니다.

Premium 라이선스

Premium 라이선스는 여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도움말과 매뉴얼을 작성할 때 적당합니다. 개발 표준 및

가이드, 프로젝트 산출물 등 많은 문서를 작성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Unlimited 라이선스

Unlimited 라이선스는 작성할 수 있는 문서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오픈소스와비영리기관라이선스

2. 오픈 소스와 비영리 기관 라이선스 신청을 참고합니다.

mailto:sales@3rabbit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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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매뉴얼웍스견적서요청

견적서 요청을 포함한 구매와 관련한 사항은 7. 매뉴얼웍스 구매 절차를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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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소스 프로젝트와 비영리 기관에 매뉴얼웍스 라이선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오픈 소스 라이선스

오픈 소스 라이선스는 Open Source Initiative가 승인한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위

한 라이선스입니다.

독립적인 개발자 커뮤니티 없이 영리 목적으로 한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기관 라이선스

비영리 기관은 주로 사회봉사 단체를 의미합니다. 정부 또는 연구소를 포함한 정부 산하 단체, 병원, 학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픈 소스와 비영리 기관 라이선스를 신청하려면 다음 정보를 sales@3rabbitz.com으로 보내주세요.

● 사용 목적

● 서버 아이디

● 필요한 문서 수와 사용자 수

오픈 소스와 비영리 기관 라이선스를 신청하기 전에 평가판 라이선스로 제품을 설치한 후 제품이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http://opensource.org/
http://opensource.org/licenses
mailto:sales@3rabbitz.com
https://www.3rabbitz.com/book_installation_guide_4_0_ko


3.

문서수와사용자수

6

매뉴얼웍스를 구매 할 때 문서 수와 사용자 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 가지 수에 따라 라이선스의 종류와 가격이 달라

지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1. 매뉴얼웍스 라이선스 종류를 참고합니다.

3.1 문서수

문서 수에서 문서는 주제와 차례를 공유하는 글의 묶음입니다. 글자 수는 문서 수를 셀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서 수는 문서(책, 짧은 문서, 정적 문서, 블로그, 비디오 문서 등)의 개수입니다. 책은 매뉴얼웍스 V5 사용자 가이드와 같

이 내용이 많을 때 사용합니다. 짧은 문서는 매뉴얼 작성을 위한 최선의 선택 - 매뉴얼웍스와 같이 내용이 적을 때 씁

니다.

만들어진 문서를 활용하는 웹 페이지는 문서 수에 넣지 않습니다.

3.2 문서수추가

매뉴얼웍스로 만들 수 있는 문서 수는 라이선스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라이선스 문서 수

Standard 라이선스 ~ 20권

Premium 라이선스 ~ 100권

Unlimited 라이선스 제한 없음

https://www.3rabbitz.com/r/document/view/6d02142c59557ad5
https://www.3rabbitz.com/r/document/view/9dfff04f6103ad37
https://www.3rabbitz.com/book_web_page_4_0_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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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수가 더 필요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라이선스의 상위 라이선스로 업그레이드합니다.

만들 수 있는 문서 수와 이미 만든 문서 수는 <관리 | 환경 설정 | 라이선스>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3.3 사용자수

사용자 수에서 사용자는 글을 쓰거나 서식을 고치는 사용자입니다. 공개한 글을 읽기만 하는 독자는 포함하지 않습니

다. 다시 말해, 쓰리래빗츠에 등록된 사용자에서 “관리”, “글 쓰기”, “서식 만들기”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수입니다.

“글 읽기” 권한만 가진 사용자는 사용자 수를 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공개

되지 않은 글을 보는 사용자가 필요할 때 글 읽기 권한만 가진 사용자를 만듭니다. 이 사용자를 원하는 문서

의 “접근 권한”에 독자로 등록하면 공개하지 않은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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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용자수추가

라이선스에 포함된 기본 사용자 수는 10명입니다.

매뉴얼웍스를 처음 구매할 때 사용자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다가 필요할 때 추가할 수도 있

습니다.

사용자는 1명 단위로 추가할 수 있으며 사용자 1명 추가 가격은 공급가액 기준 ￦100,000(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표 3-1 사용자 추가 가격

사용자 추가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별도)

1명 추가 ￦100,000

5명 추가 ￦500,000

10명 추가 ￦1,000,000

50명 추가 ￦5,000,000

100명 추가 ￦10,000,000

사용자 수 제한이 없는 라이선스에 대한 문의는 sales@3rabbitz.com으로 보내주세요.

매뉴얼웍스를 도입한 이후에 사용자 추가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 추가에 따라 지불한 금액도 유상 유지 보

수 계약을 맺을 때 반영합니다.

만들 수 있는 사용자 수와 이미 만든 사용자 수는 <관리 | 환경 설정 | 라이선스>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mailto:sales@3rabbit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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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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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메이저릴리스와마이너릴리스

메이저 업데이트는 매뉴얼웍스 버전의 앞 번호가 바뀌는 업데이트입니다. 예를 들어 매뉴얼웍스 3.0 버전에서 매뉴얼

웍스 4.0 버전으로 바뀌는 것이 메이저 업데이트입니다. 매뉴얼웍스 4.0.0 버전에서 매뉴얼웍스 4.0.1 버전으로 바

뀌는 것은 마이너 업데이트입니다.

● 매달마다 마이너 릴리스를 합니다. 마이너 릴리스로 버그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능도 추가합니다. 마이

너 업데이트는 유상 유지 보수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버전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 짝수 년 12월에 메이저 릴리스를 합니다. 2022년 12월에 매뉴얼웍스 5.0 버전을 릴리스했습니다. 그리고 202

4년 12월에 매뉴얼웍스 6.0 버전을 릴리스할 예정입니다. 메이저 업데이트를 할 때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메이저 릴리스에 특별한 기능을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마이너 릴리스로 주기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기 때문

입니다.

4.2 메이저업데이트비용

다음을 참고합니다.

● 무상 유지 보수 기간에는 메이저 업데이트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무상 유지 보수 기간은 매뉴얼웍스 구매 후 1

년입니다.

● 제품 구매 후 끊김 없이 기본 유지 보수 계약을 한 고객은 메이저 업데이트를 판매 가격의 70%로 구매할 수 있습

니다.

● 제품 구매 후 끊김 없이 유지 보수 플러스 계약을 맺었을 때는 메이저 업데이트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https://www.3rabbitz.com/477680342a141146#5c9ac11366baa9a9
https://www.3rabbitz.com/477680342a141146#5c9ac11366baa9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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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Premium, Unlimited 라이선스는 고객이 매뉴얼웍스를 구매하면 쓰리래빗츠 담당자가 발급합니다. 평가

판과 Personal 라이선스는 쓰리래빗츠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발급합니다.

라이선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5.1 홈페이지회원가입및로그인

쓰리래빗츠 홈페이지에서 < 1 로그인>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림 5-1 로그인 링크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 없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려면 < 2 회원 가입> 링크를 클릭합니다.

https://www.3rabbitz.com/
https://www.3rabbitz.com/r/signon/login
https://www.3rabbitz.com/r/signup/create_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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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회원 가입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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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라이선스발급

1 라이선스 발급 화면으로 이동

평가판 또는 Personal 라이선스를 발급하려면 <내 계정>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림 5-3 내 계정 링크

2 라이선스 발급 받기

1. <라이선스 발급> 링크를 클릭합니다.

2. 유형과 서버 아이디를 입력한 후 라이선스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https://www.3rabbitz.com/r/home/my_account
https://www.3rabbitz.com/r/home/issue_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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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판 라이선스 유효 기간은 14일입니다. 평가판 라이선스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평가판 라이선스 발급

쓰리래빗츠 홈페이지에서 평가판 라이선스 기간을 연장하려는 서버 아이디로 평가판 라이선스를 다시 발급 받

습니다.

평가판 라이선스를 발급 받는 방법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상황에 따라서 평가판 라이선스를 다시 발

급 받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라이선스 키 바꾸기

라이선스 키를 바꾸는 방법은 다음을 참고합니다.

http://www.3rabbitz.com/r/home/my_account
https://www.3rabbitz.com/book_installation_guide_4_0_ko#server_id
https://www.3rabbitz.com/r/document/view/f1dc193a03b321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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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웍스구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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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매뉴얼웍스견적서요청

매뉴얼웍스 견적서를 요청하려면 다음 정보를 sales@3rabbitz.com으로 보내주세요.

● 회사 또는 조직

● 부서 또는 프로젝트 이름

● 라이선스 종류

● 필요한 사용자 수

● 방문 설치 지원 여부. 매뉴얼웍스 엔지니어의 방문 설치는 유상으로 지원합니다. 설치 당 ₩ 1,000,000(부가세

별도)입니다. 설치 가이드를 참고하여 직접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방문 교육 지원 여부. 매뉴얼웍스 엔지니어의 방문 교육은 유상으로 지원합니다. 교육 당 ₩ 1,000,000(부가세

별도)입니다.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A와 메일 등을 이용한 설치와 교육 지원은 무상으로 진행합니다.

견적서 양식이 있다면 요청 메일에 첨부해주세요.

7.2 구매절차진행

고객마다 구매 절차가 다릅니다. 따라야 하는 구매 절차를 sales@3rabbitz.com으로 보내주면 해당 구매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mailto:sales@3rabbitz.com
https://www.3rabbitz.com/book_installation_guide_4_0_ko
https://www.3rabbitz.com/book_user_guide_4_0_ko
https://www.3rabbitz.com/qna_ko
mailto:sales@3rabbit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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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웍스 구매를 결정했다면 다음 정보를 sales@3rabbitz.com으로 보내주세요.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세금 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사업자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합니다.

● 담당자 이름 및 이메일 주소(메일을 보내는 사람과 정식 라이선스를 발급 받을 담당자가 다른 경우)

● 부서 또는 프로젝트 이름

● 라이선스 종류

● 사용자 수(사용자 추가가 필요한 경우)

● 방문 설치 지원 여부

● 방문 교육 지원 여부

세금 계산서는 e세로로 발급하며 입금은 계좌 이체로 진행합니다. 계좌 이체에 필요한 (주)쓰리래빗츠 통장 사본을 메

일로 보내드립니다.

7.3 정식라이선스발행

세금 계산서 발행과 입금을 확인하면 정식 라이선스를 발행합니다.

mailto:sales@3rabbitz.com
http://www.ese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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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웍스방문소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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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3rabbitz.com으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방문해서 매뉴얼웍스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드립니다.

지역에 따라 비용 문제로 방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품 소개 시간은 질의 응답을 포함해서 약 1시간 30분입니다.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소개

● 제품 기능 설명 및 데모

● 가격과 라이선스 정책

● 질의 응답

궁금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미팅을 위해 다음을 준비해 주세요.

● 빔 프로젝터

참석 인원이 적으면 모니터 화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노트북 반입이 불가능할 때

제품 설명을 하는데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노트북 반입이 어려우면 매뉴얼웍스를 설치한 컴퓨터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 인터넷 연결 여부

담당자가 가져가는 노트북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지와 인터넷 연결을 위해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지

를 알려주세요.

mailto:sales@3rabbit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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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와교육

19



9.

유지보수정책과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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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종류및요율

유지 보수 서비스는 무상 유지 보수와 유상 유지 보수로 나뉩니다. 제품 도입 후 1년간 무상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유상 유지 보수 서비스는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무상 유지 보수

평가판 라이선스를 발급했을 때는 첫 번째 평가판 라이선스 발급일이 무상 유지 보수 시작일입니다. 평가판 라

이선스를 발급하지 않았을 때는 정식 라이선스 발급일이 무상 유지 보수 시작일입니다.

유상 유지 보수

2020년부터 유지 보수를 “기본 유지 보수”와 “유지 보수 플러스”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 유지 보수 : 매뉴얼웍스 공급가의 14%(부가가치세 별도)

유지 보수 플러스 : 매뉴얼웍스 공급가의 24%(부가가치세 별도)

제품 구매 후 끊김 없이 유지 보수 계약을 맺은 고객은 제품 가격 인상 후에도 구매 시점의 공급가에 유지

보수 요율을 적용하지만, 유지 보수를 맺지 않다가 맺은 고객의 경우 인상된 공급가에 요율을 적용합니다.

표 9-1 기본 유지 보수와 유지 보수 플러스 비교

기본 유지 보수(요율 14%) 유지 보수 플러스(요율 24%)

하자 보수 지원 지원

사용자 지원 지원 지원

라이선스 키 재발급(서버 이전) 지원 지원

마이너 업데이트 지원(구 버전은 오류 발생 시 지원) 지원

기능 추가 요청 검토 기능 추가 요청 시 의견 적극 반영

메이저 업데이트 30% 할인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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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대상

매뉴얼웍스(이하 제품)의 공식 릴리스에 포함된 기능이 대상입니다.

9.3 범위

하자 보수, 사용자 지원, 업데이트, 라이선스 키 재발급(서버 이전 등에 따른)이 범위입니다. 다음 항목은 범위에 포함되

지 않습니다.

● 정기 및 비정기 점검 활동

● 방문 업데이트1

● 운영 지원

● 사용자 교육

● 방문 사용자 지원

하자보수

제품 기능에 오류를 발견하면 근본 원인을 확인하여 패치를 제공합니다. 제공 시점은 다음 기준과 같습니다.

표 9-2 패치 제공 기준

구분 설명 제공 시점

일반 오류 일상적인 업무 진행에 큰 차질이 없을 때 다음 공식 릴리스

긴급 오류 일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때 해결 후 즉시

긴급 오류에 대해서는 고객 요청 시간으로부터 최대 4시간 이내에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

다.

1. 제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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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지원

사용자 지원을 위하여 방문하지 않습니다.

전화 및 이메일(support@3rabbitz.com), 쓰리래빗츠 Q&A로 고객 문의 사항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고객 문의 사항은 근무 시간(평일 09:00 ~ 18:00)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긴급 오류가 있으면 해당 시

간이 아니어도 지원합니다.

업데이트

메이저업데이트

무상 유지 보수 기간에는 메이저 업데이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무상 유지 보수 기간이 끝나면 메이저 업데이트를 구

매해야 합니다.

기본 유지 보수

제품 구매 후 끊김 없이 유지 보수 서비스 계약을 한 고객은 메이저 업데이트를 판매 가격의 70%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 플러스

제품 구매 후 끊김 없이 유지 보수 플러스 계약을 맺었을 때는 메이저 업데이트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짝수년 12월에 메이저 릴리스를 합니다.

새로운 메이저 릴리스 이후 구 버전은 신규 기능 추가 없이 버그 해결만을 지원합니다.

마이너업데이트

매달 릴리스를 통해 버그를 해결할 뿐 아니라 기능이나 성능을 개선한 마이너 업데이트를 무상 제공합니다.

신규 기능을 추가할 때 유지 보수 플러스 고객의 요청을 적극 반영합니다.

mailto:support@3rabbitz.com
https://www.3rabbitz.com/qna_ko/most_re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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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키재발급

매뉴얼웍스를 설치한 서버를 이전하거나 하드웨어를 교체하면 서버 아이디가 바뀝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라이선스

키가 필요합니다. 유지 보수 계약을 맺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라이선스 키를 새로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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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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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웍스 교육은 유상으로 제공합니다. support@3rabbitz.com으로 교육을 신청하세요. 교육 인원과 상관없이

교육 비용은 ₩ 1,000,000(부가세 별도)입니다.

교육 시간은 3시간이며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뉴얼웍스 기본 개념

● 에디터 사용 방법

● 서식을 꾸미는 방법

● 질의 응답

실습이 아닌 설명 위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서 다음을 준비해주세요.

● 빔 프로젝터

참석 인원이 적으면 모니터 화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노트북 반입이 불가능할 때

제품 설명을 하는데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노트북 반입이 어려우면 매뉴얼웍스를 설치한 컴퓨터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 인터넷 연결 여부

담당자가 가져가는 노트북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지와 인터넷 연결을 위해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지

를 알려주세요.

mailto:support@3rabbit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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