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웍스
Free 상품 가입하기
(관리자)
라인웍스 (LINE WORKS) 브랜드명이 네이버웍스 (NAVER WORKS)로 변경되었으며, 순차적으로
브랜드 변경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일부 이미지에서는 라인웍스 (LINE WORKS)로 노출
되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본 가이드를 따라 Free 상품을 가입하는 사용자는 최고 관리자의 권한이 부여되어 네이버웍스를 함
께 사용할 동료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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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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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로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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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모바일로 가입하기
STEP 1
LINE WORKS 모바일 앱 실행 > ’새로 시작하기’ 클릭 > ‘회사 만들기‘ 클릭
* 네이버웍스 최초 개설자가 회사/단체의 최고 관리자가 되어 네이버웍스를 함께 사용할 동료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에서는 Free 상품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료 상품 개설은 PC에서 진행해주세요.

〉

STEP 2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 후, ‘LINE WORKS의 ID를 작성하여 회사 생성‘ 클릭
* ‘LINE 계정으로 회사 생성하기’는 관리자가 별도의 ID, 비밀번호 없이 LINE ID로 간편하게 네이버웍스에 로그인할 수 있
는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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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휴대 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
* 휴대 전화 번호 인증이 어려운 경우, 하단의 ‘다른 방법으로 인증하기’를 통해 이메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

STEP 4
회사/단체를 대표하는 ‘그룹명’과 ‘관리자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Free 상품으로 개설 완료
* 간편한 가입을 위해 임의의 난수로 그룹명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기억하기 쉬운 ‘그룹명’으로 수정해주세요.

회사/단체의 공통 영역(그룹명)

구성원마다 부여되는 개인 정보(구성원명 및 ID/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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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Free 상품으로 가입 완료!

입력한 ‘ID@그룹명’으로 관리자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네이버웍스를 함께 사용 할 동료에게 SMS를 보내 네이버웍스에 초대하세요.

groupnam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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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로 가입하기
STEP 1
네이버웍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단의 ‘이용요금’ 메뉴 클릭 > Free 상품의 ‘무료로 시작하기‘ 버튼 클릭
* 네이버웍스 최초 개설자가 회사/단체의 최고 관리자가 되어 네이버웍스를 함께 사용 할 동료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STEP 2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 > ‘LINE WORKS의 ID를 작성하여 회사 생성‘ 클릭
* ‘LINE 계정으로 회사 생성하기’는 관리자가 별도의 ID, 비밀번호 없이 LINE ID로 간편하게 네이버웍스에 로그인할 수 있
는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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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휴대 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
* 휴대 전화 번호 인증이 어려운 경우, 하단의 ‘다른 방법으로 인증하기’를 통해 이메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

STEP 4
회사/단체를 대표하는 ‘그룹명’과 ‘관리자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Free 상품으로 개설 완료
* 간편한 가입을 위해 임의의 난수로 그룹명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기억하기 쉬운 ‘그룹명’으로 수정해주세요.
회사/단체의 공통 영역(그룹명)

구성원마다 부여되는 개인 정보(구성원명 및 ID/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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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Free 상품으로 가입 완료!

입력한 ‘ID@그룹명’으로 관리자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네이버웍스를 함께 사용 할 동료에게 초대 메일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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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네이버웍스 사용 문의

네이버웍스 가이드

바로가기

바로가기

모바일 앱 다운로드 *Android 5.0 이상, iOS 11 이상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ndroid

iOS

다양한 활용 사례 (공식 블로그)

네이버웍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바로가기

발행일자 2020년 10월 15일 (Version 1.6) | 이 문서는 NAVER WORKS V2.9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WORKS MOBILE Corp.와 NAVER WORKS는 ㈜ WORKS MOBILE의 상표입니다.
이 문서는 ⓒWORKS MOBILE Corp.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서비스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수정될 수 없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WORKS MOBILE Corp.에 의해 임의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영업 문의 및 기술 지원,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NAVER WORKS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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