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관리시스템

매뉴얼

전산정보센터

필수 동의서
01. 필수 동의서 동의하기
홈페이지 최초 접속 시 사용자(교직원)는 동의서에 동의해야 합니다.
미동의 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시스템 이용이 어려우니 참고 바랍니다.
동의서 내용은 메인 화면의 동의서 목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단 이미지 참고)

필수 동의서 : 소프트웨어 사용자 설치 및 사용 동의서

*목록 클릭 시 팝업창으로 확인 가능

홈페이지 구성 안내
02. 메뉴 안내
①

②

③

④

사용자(교직원)메뉴는 총 4 가지 입니다.
1. S/W설치 - 소프트웨어 파일 다운로드 및 설치가 가능합니다.
2. 로그 관리 –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설치방법 – 설치를 위한 기본 설정 안내 페이지입니다.
4. 동영상강좌 – 어도비 시스템즈, 한글과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강좌 시청이
가능합니다.

03. 메인 페이지 안내
①

②

1. 로고
클릭 시 메인페이지로 이동
2. 로그인 정보
이름, 직책, 부서명 확인과
로그아웃 창

③

④

3. 소프트웨어 관리시스템 안내
소프트웨어에 관한 공지 확인 창
4. 관리자 공지사항

⑤

⑥

기타 공지사항 확인 창
5. 동의서 목록
필수 동의서를 포함한 사용자가

동의한 동의서 목록 확인 창
6. 프로그램 설치 통계
내가 설치한 프로그램 목록 확인 창

S/W설치 페이지
04. S/W설치 페이지 안내

소프트웨어 파일 다운로드 및 설치 페이지 입니다.

1. 설치할 소프트웨어를 목록에서 클릭합니다. (프로그램명으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2. 반드시 본인의 컴퓨터 운영체제를 확인하시고 맞는 프로그램을 클릭해주세요.
운영 체제 별 컴퓨터 bit 확인 법, 설치방법, 스마트 스크린 설정 변경 법에 대해서는
<설치방법>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혹은 팝업 창에서 클릭 시 바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3. 팝업 창이 뜨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4. 다소의 시간이 지나면 종합정보시스템의 ID와 PW 입력 창이 뜹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모두 저장 되오니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5. 자동 설치가 진행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저장 후 수동으로 설치해주세요.

기타 페이지 안내 - 01
05. 로그 관리 페이지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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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01:00

사용자가 설치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한 아이디(직번)의 정보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언제 어떤 컴퓨터에서 설치를
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06. 설치방법 페이지 안내
프로그램 설치 방법을 안내하는 페이지
입니다.
설치 전 필수 확인 사항을 제공하며 컴퓨터
OS bit 확인방법, 설치방법, 스마트 스크린
설정 변경하기 3가지 탭을 제공합니다.

이동을 원하는 탭에 마우스를 올리면 색이
변하며 위로 약간 상승하게 됩니다.
클릭하시면 이동됩니다. 현재 보고있는
탭은 글자 색이 파랗게 표시됩니다.

기타 페이지 안내 - 02
07. 동영상강좌 페이지 안내

원하시는 강좌 명을 클릭하시면 팝업으로 동영상 강좌 목록이 뜹니다.
팝업 창에서 강좌를 클릭하시면 다운 또는 동영상 재생(새로운 탭 열기를 설정하세요)이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