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pplyOn 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upplyOn 에 등록방법

다음 문장들에서 등록 절차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을 찾을수 있습니다.온라인 
등록절차를 하시기 전에 이 문서를 프린트 하셔서 참조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6개의 절차를 완성하면 등록절차를 마칠수 있습니다. 등록하실때 언제든
지 중지시킨후 저장하시고 다시 계속하실수 있습니다.
주의:온라인 등록을 완성하셨다 하여 SupplyOn 과 법적 효율이 있는 계약을 
하신것은 아닙니다.

이메일 요청
SupplyOn 으로부터 제목이 “SupplyOn 등록 요청” 이란 메일을 받으시면 이메
일에 첨부되여 있는 등록 코드를 복사하십시오.
등록 홈페이지http://www.supplyon.net/register_now.html 를 열고 등록 코드
를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관리자 생성 SupplyOn 관리자는 회사와 SupplyOn 사이의 연락자입니다. SupplyOn 관리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이름을 설정합니다. 관리자 이름은 반드시 6~30자리의 영문문자이고 비밀번호는 8~20자리의 최소 하나의 특수문
자, 대문자 하나와 소문자 하나 그리고 숫자 하나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저장하시고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연락방식 확인 고객님은 이미 회사 데이터를 전송하셨고 보충할 정보들을 제공하시고 “저장 다음”버튼을 클릭합
니다.만약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시다면 “주소 변경”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고객님의 승인이 있어야되기 때문에 
며칠동안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만약 모든 부분들을 모두 체크하셨다면 등록을 계속 하실수 있습니다.
SupplyOn은 수정작업이 성공되였음을 이메일 형식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등록할 서비스 확인 SupplyOn 은 등록하셔야 할 서비스 리스트들을 보여줍니다. 만약 고객님의 회사 혹은 그룹내
에서 기타 지사에서 이미 SupplyOn을 등록하셨다면 그들의 계약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나의 회사도 회사 계약 
혹은 이미 SupplyOn에 등록되여 있는 그룹에 참여합니다”를 선택하시고 등록코드를 입력하신후 “저장 다음” 버튼
을 클릭합니다. 
주의: 이미 등록된 회사 혹은 그룹의 SupplyOn 관리자로부터 등록 번호를 받으실 겁니다.등록된 회사의 SupplyOn 
관리자가 계약 참여를 승인한후 다음 이메일을 받고 서비스를 예약하실수 있습니다.

송장 데이터 입력 송장 주소를 확인하시고 VAT-ID 와 팩스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만약 송장 주소가 표시된 주소와 일치하지 않으시다면 “다른 송장 수령인”체크박스를 클릭하십시오. VAT-ID 와 팩
스번호를 다른 송장수령인과 송장주소에 입력하십시오.
주의: 팩스 번호를 입력시 나라 코드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입력한 내용 확인 입력한 계약 데이터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모든 데이터가 정확하시다면, “저장 다음” 버튼을 클
릭하고 등록을 완성하여주십시오.
주의:만약 주소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승인이 있어야되기 때문에 며칠동안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부분들을 모두 체크하셨다면 등록을 계속 하실수 있습니다. SupplyOn은 수정작업이 성공되였음을 이메
일 형식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계약서 다운로드계약서를 다운로드하십시오. 브라우저 팝업 블로커는 꺼져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사인하시고 
SupplyOn 에 팩스로 보내주십시오+49(0)811-99997-341 내용들을 체크한후 다음의 두 작업일내에 서비스를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메세지를 전달해 드립니다.

SupplyOn 과의 등록을 성공적으로 하셨습니다.

고객 등록
더 많은 정보들을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
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무료 전화
한국: 080.648.0880
기타 나라: +800.78775966

팩스: +49.811.99997-341
이메일: Registration@Supply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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