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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의사항
① 아래 방법으로 발급된 라이선스는 1회만 발급됨

② 발급된 라이선스는 1달간 조회 가능하므로, 개인이 별도 관리

③ Windows 설치는 사용자가 직접 진행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설치를 대행하지 않음.

④ 개인 PC에 저장된 중요한 데이터는 자가 백업 후 진행을 권장함.

⑤ 설치 중에 발생하는 PC의 장애나 데이터의 분실은 학교에서 보장하지 않음.

2. 계정 등록
가. 안내

1) 우리대학에서 제공하는 MS Office 365와 별도의 서비스로서 신규 등록 필요

2) 대학 소속을 인증받기 위하여 MS Office 365 계정 신청 필요

  - MS Office 365 서비스 안내

    ▶ 바로가기(https://www.dcu.ac.kr/dcuLife/LearnSupport_0501.htm)

나. 등록 절차
1) 대구사이버대학교 OnTheHub 페이지 접속

   ▶ 바로가기(https://ms-dcu.onthehub.com)

2) 계정 등록 진행 – 이메일 주소 입력

① 「등록」 선택

② 「사용자 조직에서 발급한 이메일 주소」 입력

  - MS Office 365 계정 입력 (학번@ms.dcu.ac.kr)

  ※ 해당 과정 진행 전 반드시 MS Office 365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비스 바로가기(https://www.dcu.ac.kr/dcuLife/LearnSupport_0501.htm)

③ 「계속」 선택

https://www.microsoft.com/ko-kr/software-download/vlacademicwindows10
https://ms-dcu.onthehub.com
mailto:�й�@ms.dcu.ac.kr
https://www.microsoft.com/ko-kr/software-download/vlacademicwindow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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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정 등록 진행 – 사용자 정보 입력

① 「사용자 정보」 입력

  - 모든 입력 칸의 내용 입력

  - 약관 동의

  ※ 회원으로 속한 그룹: 「학생」 선택

② 「등록」 선택

4) 인증 확인 – Office 365 접속

① 「Office 365」 접속 및 로그인

  - Office 365 서비스 주소: https://www.office.com/

  - 개인 계정 로그인

② 「Outlook」 선택

https://ww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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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 확인 – 이메일 확인

① 「이메일: 이메일 주소 확인」 열람

② 「이메일 주소 확인 완료 링크」 선택

  - 이메일 본문 내 확인 링크 선택

3. 라이선스 발급
가. 안내

1) 우리대학과 Microsoft 사의 계약에 따라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지원

2) 발급된 라이선스 키는 한 달간 열람 가능(장기 이용 시 개인 보관(메모 등) 필요)

나. 발급 절차
1) 발급 페이지 접속

① 「학생」 선택

② 「Windows 10」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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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선스 발급 진행 – 1/2

① 「카트에 추가」 선택

3) 라이선스 발급 진행 – 2/2

① 「체크 아웃」 선택

4) 사용자 서명

① 「사용자 정보」 입력

  - 하단에 노출된 표시 값과 같게 입력

② 「수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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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급 완료 – 제품 키 확인

① 「제품 키」 확인

4. 설치
가. 업그레이드 설치

1) 대상: Windows 7, 8, 8.1을 설치하여 이용 중인 PC

2) 주의사항

가) 기존에 사용하던 일부 응용 프로그램은 Windows 10에서 호환되지 않을 수 있음.

나) 설치 완료 이후 <제품 키 변경> 기능으로 라이선스 활성화 필요

3) 설치 방법

① 설치 도구 다운로드 페이지 접속

  - 바로가기(https://www.microsoft.com/ko-kr/software-download/vlacademicwindows10)

② Windows 10 설치 도구 다운로드

③ Windows 10 설치 도구 실행

④ [지금 이 PC 업그레이드] 선택

⑤ 화면에 표시된 안내에 따라 진행

⑥ 라이선스 활성화

  - Windows 10 설치 완료 ▶ 설정 ▶ 업데이트 및 복구 ▶ 정품 인증

나. 클린 설치
1) 대상: Windows XP, Vista를 설치하여 이용 중인 PC 혹은 신규 설치 PC

2) 주의사항

가) 기존에 사용하던 응용 프로그램, 설정 및 파일은 모두 삭제된 상태로 설치됨.

나) 설치 전 중요한 데이터는 자가 백업 필요

3) 설치 방법

① 설치 도구 다운로드 페이지 접속

  - 바로가기(https://www.microsoft.com/ko-kr/software-download/vlacademicwindows10)

② Windows 10 설치 도구 다운로드

③ Windows 10 설치 도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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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른 PC용 설치 미디어] 선택

⑤ 화면에 표시된 안내에 따라 진행

⑥ 설치 미디어(CD, DVD 또는 USB)를 이용하여 설치 진행

다. 라이선스 변경
1) 대상: Windows 10 Home, Pro를 설치하여 이용 중인 PC

2) 주의사항

가) 기존 사용 중이던 정품 라이선스가 해당 PC에서 제거됨.

나) 기존 사용 중이던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재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3) 실행방법

① 설치 도구 다운로드 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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