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T 학습 패키지 구입 안내
개요
Klartext Portal에서 HIT 학습 방법과 HIT 학습 패키지 구입 방법에
관한 제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라이선스 종류에 관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HIT 학습 패키지의 원하는 라이선스 종류 옆에 있는 상세
정보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라이선스 유형별 기간
라이선스 유형별 비용
HIT 학습 패키지의 내용
HIT 학습 패키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입니
다.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한 즉시 구입
추가 정보: "즉시 구입", 페이지 2
구매부를 통한 즉시 견적 요청 및 추후 주문 처리
추가 정보: "견적 요청 후 주문 프로세스", 페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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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구입
HIT 학습 패키지의 즉시 구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선택한 HIT 학습 패키지의 원하는 라이선스 종류 옆에 있는 지금
구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쇼핑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기업 고객의 경우(회사 정보로 송장 발행이 필요한 경우) 기업 고
객인 경우 여기를 클릭을 클릭합니다.
*로 표시된 데이터를 모두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기업 고객인 경우 추가 기업 정보(기업명 및 주소)를 입력합니다.
결제 방법을 선택합니다(제공된 정보에 유의하십시오).
쿠폰 코드가 있는 경우:
쿠폰 코드를 클릭합니다.
쿠폰 코드를 입력합니다.
신청을 클릭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하면 입력 내용의 요약과 다음에 대한 링크가 표시됩니
다.
일반 약관
데이터 보호 명세서
취소 권리
소프트웨어 이용 약관
요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필요할 경우 변경합니다.
링크를 따라갑니다.
소프트웨어 이용 약관을 수락합니다.
지금 구입을 클릭합니다.
이제 구입 요약이 표시됩니다.
구입 절차가 완료됩니다.
구입 후에 다음과 같은 이메일(최대 두 건)을 받게 됩니다.
구입 내역과 Cleverbridge 참조 번호가 포함된 이메일(발신자:
no-reply@cleverbridge.com)
하이덴하인 학습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 데이터가 포함된 이
메일(발신자: heidenhain@moodle-kurse.de)
질문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서비스 부서 직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두 이메일을 보관해 두십시오.

이전에 하이덴하인 학습 플랫폼을 사용할 때의 액세스
데이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이메일은 발
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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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요청 후 주문 프로세스
견적 요청 후 주문하는 구입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견적 요청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쇼핑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쇼핑 카트에는 선택한 HIT 학습 패키지의 모든 라이선스 종류가
포함됩니다.
원치 않는 라이선스 종류를 제거합니다.
마우스 커서를 결제 금액 위에 놓으면 금액 아래에 제거
기호가 표시됩니다.
기업 고객인 경우 여기를 클릭을 클릭합니다.
모든 정보(기업 명 및 주소)를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결제 방법을 선택합니다(제공된 정보에 유의하십시오).
쿠폰 코드가 있는 경우:
쿠폰 코드를 클릭합니다.
쿠폰 코드를 입력합니다.
신청을 클릭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제 입력 요약이 표시됩니다.
요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필요할 경우 변경합니다.
가격 견적 요청을 클릭합니다.
이제 견적 요청 요약이 표시됩니다.
견적 요청을 제출한 후에 견적 요청 요약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
게 됩니다.
이 이메일을 구매부에 전달합니다.
주문을 완료하려면 이메일에서 주문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쇼핑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결제 방법을 선택합니다(제공된 정보에 유의하십시오).
다음을 클릭합니다.
일반 약관
데이터 보호 명세서
취소 권리
소프트웨어 이용 약관
요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필요할 경우 변경합니다.
링크를 따라갑니다.
소프트웨어 이용 약관을 수락합니다.
지금 구입을 클릭합니다.
이제 구입 요약이 표시됩니다.
구입 절차가 완료됩니다.
구입 후에는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최대 두 건, 견적
요청을 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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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내역과 Cleverbridge 참조 번호가 포함된 이메일(발신자:
no-reply@cleverbridge.com)
하이덴하인 학습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 데이터가 포함된 이
메일(발신자: heidenhain@moodle-kurse.de)
질문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서비스 부서 직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두 이메일을 보관해 두십시오.

이전에 하이덴하인 학습 플랫폼을 사용할 때의 액세스
데이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이메일
은 발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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