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세스 지침

데스크톱, 노트북 또는 Chromebook용

1단계

계정 만들기

교육 커뮤니티로 이동합니다.
교육 커뮤니티 제품 페이지로 이동하여 AutoCAD® 제품 타일에서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하거나 Autodesk
Account 계정을 만듭니다.

새 계정을 만들 때 자신의 역할을
지정합니다.
학교가 위치한 국가를 입력하고, 학생인지 교사인지를 지정하고, 교육
기관 유형을 확인합니다.
참고: 교육 기관 유형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진행 과정의 뒷부분에서 학교 이름을 확인해야 하는 학교 목록이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전체 이름, 이메일 및 암호를 입력하여
Autodesk Account 계정을 만듭니다.
참고: Autodesk®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 대한 무료 교육용 액세스 권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Autodesk Account 계정에 사용되는
이름과 성은 학교 등록 또는 고용 세부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예: 학교 ID가 "Susan Smith"인 경우 이름으로 "Sue Smith"가 아닌
"Susan Smith"를 입력하십시오.

이메일을 확인하고 이메일 주소를
확인합니다.

Autodesk Account 계정이 확인되었습니다.

2단계

자격 확인

소속 학교와 오토데스크 제품 사용 용도를
지정합니다.

"계속"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자격
확인"을 클릭합니다.

축하합니다. SheerID에서 자격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 화면이 표시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 문서에 대해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등록 또는 고용 상태를 확인하는 문서를
업로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문서는
왼쪽에 표시된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서를 제출한 후 타사 검증 서비스 제공업체인 SheerID에서 자격
상태를 확인하는 데 최대 48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 최대 14일 내에 적합한 문서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확인될
때까지는 교육용 플랜을 통해 오토데스크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용되는 문서는 최대 세 번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문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비 영수증
• 학비 영수증
• 학생증(사진은 필요하지 않으며 제외될 수 있음. 날짜는 포함되어야 함)
• 교육 기관의 공식 서한(학생 템플릿, 교직원 템플릿 및 IT/실험실 관리자
템플릿의 예는 여기를 참조)
• 성적 증명서
• 교직원증 또는 학교 웹 사이트의 교직원 명단 링크(사진은 필요하지
않으며 제외될 수 있음)

3단계

자격 상태를 확인하는 이메일이 전송됨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 대한 교육용 액세스 권한 자격이
확인되면 확인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제품 받기
교육용 액세스가 승인되면 교육 커뮤니티로
돌아가 AutoCAD 타일에서 "제품 받기"를
클릭합니다.

AutoCAD 제품 카드에서 "설치 또는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참고: AutoCAD를 전체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설치"
를 클릭하면 AutoCAD 번들의 모든 제품에 대한 자격이 부여됩니다.
"설치"를 클릭한 후 다운로드 및 설치를 취소하거나 컴퓨터에
AutoCAD 설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https://web.autocad.com/에서 직접 로그인하거나,
자격을 확인하려는 경우 Autodesk Account 페이지에 로그인하면
교육용 이용 자격이 있는 상태로 AutoCAD 웹이 표시됩니다.
참고: 이 사항이 계정에 표시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AutoCAD를 다운로드하도록 선택하면
다운로드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설치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링크를 클릭하여 다시
시도하십시오.

AutoCAD 설정
다운로드 파일이 열리면 AutoCAD의 설정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설치 진행률 막대가
표시됩니다.
참고: 설치가 완료되면 AutoCAD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이 작업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파일 자격 증명이 있는 Autodesk
Account 계정을 사용하여 AutoCAD에
로그인합니다.
참고: 무료 교육용 액세스 권한 자격을 확인하는 데 사용한 것과 동일한 계정
세부 정보를 사용하여 AutoCAD에 로그인하십시오.

Autodesk Account 계정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모든 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항목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AutoCAD 웹 응용프로그램에서
"지금 액세스"를 선택합니다.

AutoCAD 웹 앱이 브라우저(https://web.
autocad.com/acad/me)에서 열립니다.

시작하기
로그인하면 AutoCAD 웹 응용프로그램에서 디자인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 무료 튜토리얼 및 커리큘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반의 단계별 AutoCAD는 오토데스크 디자인
아카데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주요 링크:
• 검증에 대한 유용한 리소스는 학생 검증 FAQ 및/또는 교사 검증 FAQ를
참조하십시오.
• 검증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검증 서비스 공급자
(customerservice@sheerID.com)에 문의하십시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 및/또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는 해당 소프트웨어 또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이용 약관 또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이용 약관 및 이용 조건을 수락하고 준수하는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교육용
라이선스 또는 서브스크립션이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는 교육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 전문적 또는 기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토데스크 교육 커뮤니티에서 계정을 만들려면 13세 이상이어야 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a) 교직원, (b) 학생, (c) 자격을 갖춘 교육 기관 또는 (d) 오토데스크가 후원한 디자인 경진 대회 참가자 또는 멘토 등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utodesk, Autodesk 로고 및 AutoCAD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utodesk, Inc. 및/또는 그 자회사 및/또는 계열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다른 모든 브랜드 이름, 제품 이름, 상표는 해당 소유권자의 소유입니다. Autodesk는 언제라도 통지 없이 제품 및 서비스 제공물 및 사양과 가격을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이 문서에 나타날 수도 있는 인쇄상 또는 그래픽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2020 Autodesk, In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