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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Install Microsoft Office for FREE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 무료로 설치 하기 
 
All Federal Way Public School staff and students are eligible to install Microsoft 
Office at home for FREE! 
모든 훼더럴웨이 공립학교 교직원과 학생은 가정에서 무료로 마이크로 오피스를 설치할수 
있습니다.  
Each students and staff member can install the Office software on up to 5 home 
computers (MAC or PC), 5 mobile devices (IOS and Android), and 5 smart phones. 
5대의 컴퓨터 (MAC 또는 PC), 5대의 이동기기 (IOS 와 안드로이드), 5개의 스마트폰까지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설치 할수 있습니다.  

 
Step 1 1단계: On any web browser open www.office.com and log in웹브라우저에서 
www.office.com을 열고 로그인 한다: 

• For scholars, log in using your fwps365.org account학생은 본인의 
fwps365.org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 한다: student#@fwps365.org. Use 
your normal password. 학생번호@fwps365.org 평소 비밀번호 사용. 

• For staff, log in using your fwps.org account 
• 교직원은 본인의 fwps.org계정 사용 

 
 
NOTE: You can use this same log in information to download Microsoft Office apps onto your 
mobile devices.알림: 같은 로그인 정보를 사용하여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 앱을 이동기기에 다운 로드 하는데 
사용할수 있습니다. 
 

http://www.office.com/
http://www.office.com%EC%9D%84/
mailto:%ED%95%99%EC%83%9D%EB%B2%88%ED%98%B8@fwps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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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2단계: From the 
Microsoft Office Online 
screen, you will see the 
online apps that are available 
for free, and you can install 
Microsoft Office apps on your 
computer for free as well by 
clicking the “Install Office” 
button in the top right corner 
and selecting “Office 365 
Apps.”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 온라인 창에서 무료 온라인 앱들이 뜨면 
우측 상단 “Install Office”(오피스 설치)를 클릭한뒤 “Office 365 
Apps” (오피스 365 앱스)”를 선택하여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 
앱을 본인의 컴퓨터에 무료로 설치한다.  
 
Step 3 3단계: Follow the on-screen instructions to 
complete your FREE Microsoft Office installation. 스크린 
상의 지시를 따라 무료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 설치를 마무리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