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가이드



행사 등록



등록가이드

HPE Discover Virtual Experience 초대장을 통한 등록화면

초대장 이메일을 받으셨다면 본문의 웨비나 등록하기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2. 초대장 본문의 성, 이메일 주소를 연결된 웹 페이지에 작성하십시오.

3. Continue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4. 본 안내서의 6쪽으로 가셔서 등록 진행 부탁드립니다.



등록가이드

HPE Discover Virtual Experience 웹사이트를 통한 등록화면

URL: 

위 URL에 접속하셔서 “지금 무료 등록＂버튼을 클릭하십시오.

https://www.hpe.com/kr/ko/discover.html?jumpid=em_vey3mfzih6_aid-520019058


등록가이드

고객 등록화면

고객은 Customer를 선택하신 후

* 필수 입력칸을 작성 부탁드립니다.

1. Last name: 고객 성함중 성을 입력.

2. Email: 고객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

3. Relationship: 고객의 경우, Customer를 선택.

4. Continue 버튼 클릭.



등록가이드

등록화면

1. First name: 성함 중 이름 입력

2. Company: 회사명 입력

3. Business address1: 회사 주소 입력

4. City: 회사 주소의 도시 입력

5. Country: Korea Republic 선택

6. Postal code: 우편번호를 작성하시거나 모르시는 경우 “N/A”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7. Create password: 비밀번호 설정

• 대소문자숫자 혹은 특수문자 를 포함하여 자리 설정하십시오

• 설정하신 비밀번호는 꼭 기억해주세요

8. Continue 버튼 클릭.



등록가이드

등록화면

1. HPE Learner ID 소지 여부: “No”항목을 선택하십시오.

2. 고객의 공공기관 소속 여부:

• 소속 회사가 공공기관인 경우, 첫 번째 “ I am an 
employee of ~”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 소속 회사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두 번째 “ I am not 
an employee of~”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등록가이드
등록화면

1.  Indicate your job level: 직급을 선택하십시오.

• CEO, Consultant, director, project manager 등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  Indicate your job functions: 직무를 선택하십시오.

• Consulting, Engineering, IT 등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Indicate your role in the purchase of IT products: 

• 귀사의 프로젝트에서 귀하의 역할을 묻는 항목으로, Decision 
maker(의사결정자) 또는 No role (해당없음)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4. Indicate the industry that identifies your company:

• 귀사의 산업 분야를 선택하십시오.

5. 고객이 본 행사에 등록할 경우, HPE가 $10를 기부합니다. “Select 
one”메뉴를 클릭하시면 기부할 기관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4. 관심 분야를 모두 선택하십시오.

• 5G, Big Data, AI, IoT 등등 원하시는 모든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선택하신 관심 분야를 토대로 행사 종료 후 Content wave 
웨비나 초청 메일이 발송 됩니다.



등록가이드

등록화면

1. 행사 이후 HPE와 HPE 파트너의 제품 소개 및 소식을
받아보시겠습니까?

• 수신을 허락하실 경우, Email(이메일), Phone(내선전화), 
Mobile(휴대전화) 등 원하는 항목에 Yes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  참석자 목록에 귀하의 정보가 포함되는 것에 동의하시면
Yes를, 그렇지 않은 경우 No를 선택하십시오.

3.  귀하의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시면
Yes를, 그렇지 않은 경우 No를 선택하십시오.

4.  Continue 버튼 클릭.



등록가이드

등록화면

1. HPE Discover Virtual Experience 에서는 Tech 
Academies라는 교육 프로그램 ($299 부담) 을
진행합니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No”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Continue 버튼 클릭



등록가이드

등록화면

1. 앞 페이지의 질문과 유사한 항목으로, Tech 
Academies의 교육 학점을 위한 강의 선택을
묻는 질문으로 “No”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Continue 버튼 클릭



등록가이드

최종화면

1. 입력 정보를 확인하신 후, 수정할 부분이 없다면 “By registering, ~” 
사항을 클릭하십시오.

2. Confirm 버튼을 클릭하시면 등록 완료입니다.

* 입력 정보를 확인하신 후, 수정하고 싶으시면 Update my profile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전 단계 화면으로 돌아가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가이드

등록완료
등록이 완료 되었습니다. 상단의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비밀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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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분실
등록 비밀번호를 잊으신 경우 참고하십시오.

위 URL에 접속

2. Registration here 링크를 클릭

https://attend.hpe.com/discovervirtualexperience/index.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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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분실

1. 하단의 Reset my password 버튼 클릭하시면 등록 이메일주소로
Password Reset 메일이 발송됩니다.

2. 메일 본문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등록가이드

비밀번호 분실

1. 링크를 클릭하시면 비밀번호 초기화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2. Reset 버튼을 누르시면 비밀번호가 변경됩니다.

문의

HPE 마케팅팀 오선영 이사: soh@hpe.com

HPE 마케팅팀 김주희 사원: ju-hee.kim@hpe.com

mailto:soh@hpe.com
mailto:ju-hee.kim@hp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