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 전 준비사항

 1) 설치 후 재 부팅이 필요 하므로 모든 응용프로그램은 종료 한다.

 2)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일시정지 한다.   

1. Autodesk로 부터 전송된 E-mail 확인

 - 계약 관리자는 Autodesk로부터 관리자 계정이 적힌 E-mail을 받습니다.

   *ID는 계약 관리자 이메일 주소로 기본 설정 됩니다.

 - 관리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라면 관리자에게 계정 추가 요청 바랍니다

    계정 추가 후 위 내용과 동일하게, E-mail로 전달받은 계정으로 로그인 바랍니다.

Autodesk AutoCAD/LT 단일 멤버쉽 설치 가이드

계정 확인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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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utodesk 계정으로 로그인

https://accounts.autodesk.com/LogOn

잊으셨습니까? 아이콘을 통해 임시 비밀번호 재 발급 가능 합니다.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임시 비밀번호가 전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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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다운로드

관리 - 다운로드 - 지금 설치 (버전/플랫폼/언어 선택 가능)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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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선택 후 설치 클릭

원하는 위치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예 : 바탕화면)

다운로드 완료 후 실행 클릭

*인터넷 창은 닫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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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 설치

동의함 선택 후 다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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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할 항목을 체크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체크 해제 가능합니다.

6. 화살표시를 클릭하여 설치 구성 확인

Express Tools 사용 유/무 체크(AutoCAD LT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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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성이 완료 되면 확장 화면을 닫고 설치 아이콘을 클릭

설치 진행중 … 시스템 환경에 따라 수분에서 수십분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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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치 완료

9.활성화
컴퓨터 이름이 한글로 되어있다면 활성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전 영문으로 변경 바랍니다.

일련 번호 입력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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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 활성화 클릭

일련번호/제품 키 입력 후 활성화 완료

(AutoCAD 제품키 - 2017: 001I1, 2016: 001H1, 2015: 001G1, 2014: 001F1)

(AutoCAD LT 제품키 - 2017: 057I1, 2016: 057H1, 2015: 057G1, 2014: 057F1)

활성화 오류 발생 시 아래 활성화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무료전화 00798-1480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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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Accounts 사이트 접속 -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https://accounts.autodesk.com/LogOn

사용자 추가하기

관리 - 사용자 - 추가 - 사용자 이메일/이름/성 입력 - 저장 및 계속 - 권한 지정 - 저장

입력한 이메일로 Autodesk 계정이 전송됩니다. Account 사이트 로그인 바랍니다.

Autodesk 사용자 계정 추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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