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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365
사용자 가이드

OFFICE 365 메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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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365 에서 메일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Office 365에서는 Exchange Online 서비스를 통해 메일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됩니다. Office 365
에서 제공받는 메일 계정은 Exchange Server 계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Exchange Online 서비스
를 제공 받으면 개인 사서함 공간을 50GB를 사용할 수 있어 메일을 별도로 백업하지 않고 클
라우드에 접속해서 볼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에 Office 365 계정을 등록해서
어디서나 손쉽게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1. Outlook 2013 에 로그인하기
① Outlook 2013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메일 계정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계정 추가] 마법사가
나오면 이메일 계정을 추가 하기 위해 [예] 단추를 클릭합니다. Office 365 메일 계정 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 단추를 클릭합니다.

[팁] [제어판]에서 ‘메일’ 또는 ‘mail’로 검색한 후 프로그램이 검색되면 ‘메일’ 또는 ‘Mail’을 선택
한 후 [전자 메일 계정]을 눌러 등록합니다. Outlook을 실행할 때 마다 계정 프로필을 선택해
서 로그인 하려면 [프로필 보기]를 눌러 프로필 등록 후 계정을 등록하면 됩니다.

-2-

② [계정 추가] 대화상자에서 계정 설정이 모두 완료되면 [마침] 단추를 클릭합니다.

③ Outlook이 실행되면 [메일] 탐색 창에 Office 365 계정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팁] Windows 보안 창
Outlook 2013을 다시 실행했을 때 [Windows 보안] 창이 나오면 Office 365 [아이디]와 [암호]
를 입력하고 [내 자격 증명 기억]을 체크한 후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팁] 계정 설정 보기
Outlook 2013에서 현재 설정된 메일 계정 정보를 확인하려면 [파일] 탭 – [정보] - [계정 설정]
– [계정 설정]을 클릭하면 Office 365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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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utlook Web App 접속하기
① 웹 브라우저를 실행한 후 https://portal.microsoftonline.com 에 접속합니다.
② [Office 365 홈 포털] 화면에 접속하면 상단 메뉴에서 [Outlook]을 클릭합니다. Office 365 메
일을 확인하거나 새 메일을 작성해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3. 메일 작성 및 응답하기
① [Outlook]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새 메일]을 클릭합니다. 우측에 새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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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측에 새 메시지 창이 나오면 메일 제목과 내용을 작성한 후 [보내기] 단추를 눌러 메일을
발송합니다.

③ 수신된 메일은 [받은 편지함]에서 메일을 선택하면 우측 읽기 창에 나타납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회신], [전체 회신], [전달]을 눌러 메일에 대한 응답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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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신] 단추를 클릭하고 회신할 내용을 작성한 후 [보내기] 단추를 누르면 받은 메일에 대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팁] 받은 메일에 대해 응답을 하기 위해 [회신], [전체 회신], [전달]을 누르면 읽기 창 안에서 바
로 회신할 수 있고, 메시지 목록에 [초안] 머리글이 표시되어 현재 응답하는 메일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내 일정 등록하기
① [Office 365 홈 포털] 화면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일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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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정] 화면이 나오면 [새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우측에 일정을 입력하는 창이 나오면 [이벤트]
에 ‘아침회의’라고 입력하고,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설정합니다. [반복]을 ‘매일’로 설정한
후 [저장] 단추를 눌러 저장합니다.

③ ‘아침회의’ 일정이 반복 일정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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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우측 상단에 있는 일정 보기 화면을 [작업 주] 보기로 변경합니다. 일정 화면을 클릭한 후 약
속을 입력합니다. 시간을 조정하고 싶은 경우 약속 테두리 경계선 (

) 에 마우스 커서를 놓

은 후 끌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일정을 클릭하면 미니 창으로 현재 일정에 대
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등록된 약속 정보를 하루 종일 일정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미니 창에서 [편집]을 클릭합니다.
일정 세부 정보 화면이 나오면 [기간]을 눌러 목록에서 ‘하루 종일’을 선택한 후 [저장] 단추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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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약속’으로 등록된 일정이 ‘하루 종일’ 일정으로 변경됩니다.

[팁] 약속으로 등록된 일정을 드래그앤 드롭으로 일정 상단으로 이동하면 ‘하루 종일’ 일정으로
손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개인 일정 공유하기
① 내 일정과 상대방 일정을 공유하려면 [일정]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공유]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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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정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을 검색한 후 목록에서 상대방 이름을 클릭하면, ‘전체 세부 정보’,
‘일정’이 자동 선택됩니다. [보내기] 단추를 클릭하여 공유 초대 메일을 발송합니다.

③ 수신된 일정 공유 초대 메일을 선택한 후 읽기 창에서 [일정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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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정] 화면으로 자동 이동 되고, [일정] 탐색 창의 [기타 일정] 그룹에 공유된 상대방의 이름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⑤ [일정] 보기 화면에서 [일] 보기로 변경하면 내 일정과 상대방의 세부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분할]을 누르면 병합된 일정을 나란히 보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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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내 일정과 상대방의 일정이 나란히 보기로 표시됩니다.

[팁] 내 일정 다시 공유하기
[일정 추가]를 눌러 상대방의 일정을 공유한 후 다시 상대방에게 내 일정을 공유하려면 [내 일
정 다시 공유]를 클릭합니다. 일정 공유 초대 메일 창이 나오면 [보내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상
대방은 [Outlook]에서 일정 공유 초대 메일을 확인한 후 [일정 추가]를 클릭하여 일정을 추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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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Outlook 2013과 Outlook Web App 동기화
Office 365 계정을 Outlook 2013에 설정해 놓으면 Outlook Web App에서 작업했던 모든 내용이
실시간 동기화 되어 편리하게 메일, 일정을 Outlook 2013, Outlook Web App에서 확인할 수 있
고, 모바일 디바이스에 설정해놓으면 이동 중에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6. 팀 사이트 일정 공유하기
① [Office 365 홈 포털]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현재 설정된 [팀 사
이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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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사이트] – [팀 사이트]는 조직에서 Office 365 계정이 생성되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학교
또는 학과 전체를 대표하는 사이트입니다.
② 팀 사이트에 접속한 후 좌측에 있는 [빠른 실행] 메뉴에 등록된 ‘일정’을 클릭합니다. ‘일정’ 앱
을 생성하는 방법은 아래 [팁]을 참고해주세요.

[팁] ‘일정’ 앱 생성하기
[팀 사이트]에 처음 접속했을 때 [일정] 앱은 빠른 실행 메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좌측에 있
는 [빠른 실행] 메뉴에서 [사이트콘텐츠]를 클릭한 후 [앱] 페이지가 나오면 [일정] 앱을 눌러
‘일정’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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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정’ 화면이 나오면 상단에 있는 [일정] 탭을 클릭한 후 [연결 및 내보내기] 그룹 – [Outlook
에 연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④ “이 웹사이트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대화상자가 나
오면 [허용] 단추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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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SharePoint 일정을 Outlook에 연결하시겠습니까?” 라는 대화상자가 나오면 [예] 단추를
클릭합니다.

⑥ Outlook 2013을 실행한 후 [일정]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일정] 탐색창에 ‘일정’이 표시됩니다.
현재 등록된 ‘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 팀 사이트에 소속된 구성원은 편집 권한이 있어
Outlook에서 직접 일정을 등록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팁] 팀 사이트에 등록된 문서, 일정은 Outlook과 연결해 놓으면 팀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바
로 Outlook 2013에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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