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리자로부터 초대 링크를 받아 모바일로 가입하기

라인웍스가입하기(구성원)



라인웍스초대승인및가입하기(구성원) 모바일용

링크 클릭 시 경고 창이 나와도 안심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STEP 1.

관리자가 보낸 메시지의 링크 클릭

메시지가 올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을 허용해 주세요.

STEP 2.

앱 설치가 안되었을 경우, 앱 다운로드 후 설치

STEP 3.

앱을 실행하여 하단 초대 코드 입력 버튼 클릭



모바일용

STEP 4.

관리자에게 전달 받은
초대 코드를 입력

STEP 5.

계정 만들기 클릭 →
ID, 비밀번호 입력 후 가입완료 클릭

STEP 6.

가입완료! → 관리자가 승인하면
5번 순서에서
입력한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초대 코드는 1번 순서 내

메시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

라인웍스초대승인및가입하기(구성원)



2. 관리자로부터 초대 링크를 받아 PC로 가입하기

라인웍스가입하기(구성원)



PC용

STEP 2.

‘비밀번호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라인웍스에 로그인을 할
‘아이디 확인 및 비밀번호 등록’ 후 ‘완료’ 버튼 클릭

〉

STEP 1.

라인웍스 관리자에게 공유한 메일로 접속하여 라인웍스 초대 메일 클릭

라인웍스초대승인및가입하기(구성원)



PC용

STEP 3.

등록 완료! 아래에 있는 URL 중 하나를 클릭하여 서비스 사용 시작!

라인웍스초대승인및가입하기(구성원)



PC용

STEP 4.

접속한 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저장하여 이후 수월하게 접속하기

*화면은 크롬 브라우저 기준이며, 각 브라우저마다 ‘즐겨찾기’ 기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를 깜빡했다면 검색 창에 라인웍스를 검색하시거나

브라우저에 직접 https://line.worksmobile.com/kr를 입력하여 라인웍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My 서비스’를 클릭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라인웍스초대승인및가입하기(구성원)

https://line.worksmobile.com/kr


다양한 라인웍스 활용 사례 : 라인웍스 블로그

라인웍스 모바일 앱 다운로드

https://bit.ly/2Xwh3iL

사용 문의 : https://bit.ly/3b5HwHO 라인웍스 가이드 : https://bit.ly/3a51P71

Android iOS

라인웍스 공식 홈페이지

https://bit.ly/2VpNwnX

서비스더보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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