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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ffice 365 로그인



웹 브라우저에서 http://o365.ck.ac.kr 경로로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재학생 :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CK4U와 같습니다.

신입생 : 아이디는 학번, 비밀번호는 주민번호 뒤 7자리입니다.)



언어는 한국어, 표준 시간대는 서울을 선택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Office 365 메인 화면으로 접속되었습니다.



2. Office 프로그램 설치



좌측 상단에 Office 365 글씨를 클릭합니다.



지금 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최대 5개의 PC에 설치 가능합니다.)



안내 화면에 따라 설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오피스 설치가 진행됩니다.



새로워진 오피스 버전에 대한 안내영상을 담은 팝업이 뜨는데 종료해도 설치와 무관합니다.



작업 표시줄 위로 설치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오피스 프로그램을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온라인 연결을 중지하거나

컴퓨터의 전원이 종료되면 설치가 중단됩니다.



3. Outlook (전자메일)



웹 브라우저에서 http://o365.ck.ac.kr 경로로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재학생 :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CK4U와 같습니다.

신입생 : 아이디는 학번, 비밀번호는 주민번호 뒤 7자리입니다.)



좌측 메뉴에서 선택된 ‘받은 편지함’의 목록이 가운데 표시되며,
클릭하면 우측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더블클릭하면 팝업창으로 띄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 아이콘을 클릭하면 오피스365의 다른 앱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아래 검색을 통해 필요한 메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도 Outlook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이드는 안드로이드폰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Microsoft Outlook 미리보기를 다운로드 합니다.



앱 실행 후 계정 추가에서 Exchange를 선택합니다.



Office 365 계정으로 로그인 합니다.
(학번@chungkang.academy)



이제 모바일기기에서 아웃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Yammer(대학SNS)



Office 365 메인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좌측 상단에 ▒ 아이콘을 클릭하고 Yammer를 클릭합니다.



접속 경로를 http://www.yammer.com/chungkang.academy로 수정합니다.

http://www.yammer.com/chungkang.academy


본인의 학번@chungkang.academy를 입력한 후 Sign Up을 클릭합니다.

mailto:학번@chungkang.academy


Yammer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오피스365 메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Yammer 계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메일이 수신되었습니다.
메일 내용 중 Complete Signup을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에 지구본 모양 아이콘과 함께 English(US) 문구를 클릭하면
언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 성,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우측 하단에 건너뛰기를 클릭합니다.



팝업 창이 뜨면서 Yammer 메인 화면으로 접속됩니다. Ｘ를 눌러 팝업 창을 닫습니다.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Yamme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Yammer는 기업용 SNS 서비스로, 대체로 페이스북과 사용법이 비슷합니다.



업데이트를 통해 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알람을 보낼 사람 추가를 클릭하여 공개 그룹이나 개인을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태그 기능과 같습니다.)



투표 및 칭찬하기 기능으로 글 게시도 가능하며
페이스북과 달리 사진 외에 파일을 첨부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온라인 사용자를 확인하여 비공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메시지 기능과 같으며, 받은 편지함에서 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메시지를 1:1뿐만 아니라 대화에 사람 추가 기능을 통해
여러명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비공개 메시지는 받은 편지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댓글 형식으로 대화를 더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메시지에서 역시 첨부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그룹 만들기를 통해 새로운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그룹 기능과 대체로 같습니다.



공개 그룹을 만들면 모든 사람이 그룹에 작성된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그룹은 승인된 구성원만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도 야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이드는 안드로이드폰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yammer를 다운로드 합니다.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PC에서 로그인한 야머와 계정이 같습니다.
(인증서 관련된 에러가 뜰 경우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로그인을 시도하면 됩니다.)



이제 모바일기기에서 야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