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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문의 경로 안내
1. Autodesk 공식 홈페이지

02 PAGE

2. Autodesk Accounts web-site

03 PAGE

기술 상세 문의 가이드

05 PAGE

(주)다우데이타 /2Autodesk 기술팀

1-1) 문의 경로 안내 - Autodesk 공식 홈페이지
Autodesk는 전문 기술팀을 통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Autodesk Knowledge Network web-site ( https://knowledge.autodesk.com/ko/ ) 로 이동합니다.

1. [지원 요청] 클릭

2. 요청 항목을 클릭하여 유형별 전문화된 기술 문의 진행이 가능하며, 주요 문의 항목은 하기와 같습니다.
구매한 제품의 라이선스 관리, 설치 파일 다운로드 등의 사항은 [구매 후 지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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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 사항에 따라 세부 항목을 선택합니다.

Autodesk 관리자 계정 정보 변경 요청 등의
Accounts 계정 관리
보유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갱신, 변경 등 관리
회사 보유 라이선스 자산 조회(라이선스 리포트)

Autodesk 제품 설치 원본 파일 요청

설치, 제거, 활성화, 네트워크 구성 등의 오류 해결

제품 사용 중 기능 및 기타 기술문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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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의 경로 안내 - Autodesk Accounts web-site
Autodesk는 전문 기술팀을 통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멤버쉽(기간제 라이선스) 보유 고객의 경우, Autodesk Accounts web-site를 통한 기술문의가 가능합니다.
1. https://manage.autodesk.com 으로 이동 후,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합니다.

1. 전자 메일 또는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최초 로그인 시,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2. 클릭

3. 암호 입력
최초 로그인 시, 또는 암호를 잊으신 경우
[잊으셨습니까?]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을
클릭할 경우, 암호를 재설정 할 수 있는 메일
이 발송됩니다.
4.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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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클릭

2. 클릭

내 정보, 사용자 이름, 암호 변경이 가능하며,
[설정]버튼을 통해 사용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도움말]버튼을 통해 Autodesk 지원 페이지와 동일한 환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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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상세 문의 가이드
1. 기술 문의는 이메일과 채팅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채팅 문의는 모든 기술 문의 유형에는 지원되지 않으며, 대게 이메일 방식을 제공합니다.

2. 문의할 내용의 항목을 순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내가 찾는 주제가 목록에 없음],
또는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를 통해 채팅이나 이메일을 통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통 : 일련번호, 상세내용(캡쳐 및 영상 파일 첨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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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Case(이메일 지원)문의 작성 문항
1. 하기와 같은 각 탭의 내용들을 작성하여 문의하시는 내용에 대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용자 환경, 일련번호 및 문제 발생에 대한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첨부하시면 원활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작성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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