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플랜 → 연간 플랜 변경 방법

Unity Pro 월간 플랜 고객은 2022년 10월 13일 전에 Unity Pro 연간 플랜으로 변경하시면 인상된 
새 가격이 아닌 월 180,000원 또는 연 2,160,000원에 최대 1년 더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Unity ID 
포털에서 Unity Pro 월간 플랜을 연간 플랜으로 직접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Unity ID로 로그인 하신 
후 아래의 단계를 따라 실행해보세요.

1. 조직(Organization) 탭으로 이동하세요.
귀하의 Unity ID로 로그인하신 후에, 화면 좌측에서 ‘조직(Organization)’ 탭을 클릭하세요.

Unity Pro 구독 플랜 변경 및 갱신 단계별 가이드
본 가이드 내용의 유효 기간: 2022년 9월 13일 - 2022년 10월 13일

<바로 가기 >
1.월간 플랜 → 연간 플랜 변경 방법
2.연간 플랜 즉시 갱신 방법



2. 구독 플랜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직을 선택하세요.
귀하의 계정에 포함된 조직 리스트에서 현재 Unity Pro 월간 플랜을 구독중인 조직을 찾아 클릭하세요.

3. 구독 플랜을 클릭하세요.
조직(Organization) 상세 메뉴에 들어가면 보이는 ‘구독 플랜’ 중 귀하가 변경을 원하는 월간 구독 
플랜을 찾아 클릭하시거나 또는 ‘연간 플랜으로 비용 절감’ 버튼을 클릭하세요.



4. 연간 플랜으로 비용 절감 탭으로 이동하세요.
‘구독 플랜’에 들어와서 ‘연간 플랜으로 비용 절감’ 탭을 클릭하세요.

5. 연간 플랜의 결제 주기를 선택하세요.
연간 플랜 금액을 월별 결제 방식으로 지불할지, 연별 선불 결제로 지불할지 선택하세요. 
‘다음’을 클릭하세요.



6. 구매 내역을 검토하신 후 구매를 완료하세요.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구매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연간 플랜으로 전환을 완료하세요.



연간 플랜 즉시 갱신 방법
Unity Pro 연간 플랜 고객은 2022년 10월 13일 전에 플랜을 즉시 변경하실 경우 기존 구독가에 최대 
1년 더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Unity ID로 로그인 하신 후 아래의 단계를 따라 실행해보세요.

1. 조직(Organization) 탭으로 이동하세요.
귀하의 Unity ID로 로그인하신 후에, 화면 좌측에서 ‘조직(Organization)’ 탭을 선택하세요.



2. 구독을 즉시 갱신하고자 하는 조직을 선택하세요.
귀하의 계정에 포함된 조직 리스트에서 구독을 즉시 갱신하고자 하는 조직을 찾아 클릭하세요.

3. 구독 플랜을 클릭하세요.
조직(Organization) 상세 메뉴에 들어가면 보이는 ‘구독 플랜’ 중 귀하가 즉시 갱신을 원하는 연간 
구독 플랜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구독 관리’ 버튼을 클릭하세요.



4. 구독 관리 탭으로 이동하세요.
‘구독 플랜’에 들어와서 ‘구독 관리’ 탭을 클릭하세요.

5. 자동 갱신을 활성화하세요.
자동 갱신이 비활성화 상태이신 고객께서는, 갱신 옵션을 '끔'에서 '켬'으로 바꿔주세요. 이미 자동 갱신을 
사용중이신 고객은 이 단계를 건너뛰십시오.



6. 즉시 갱신을 선택하세요.
갱신 방법 선택 메뉴에서 '즉시 갱신'을 선택하세요.

7. 연간 플랜의 결제 주기를 선택하세요.
연간 플랜 금액을 월별 결제 방식으로 지불할지, 연별 선불 결제로 지불할지 선택하세요. 
'다음'을 클릭하세요.



8. 구매 내역을 검토하신 후 구매를 완료하세요.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구매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즉시 갱신을 완료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