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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다우오피스 운영팀

클라우드 확산 사업 신청 방법
(고객 배포용)

다우오피스를 60% 저렴하게 사용하는 방법 안내

! 긴급공지 – 정부지원금 마감 임박, 선착순으로 제공되오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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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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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확산 사업에 따른 다우오피스 사용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클라우드 포털 지원 사이트 및 다우오피스의 서비스 신청
이 진행되어야 합니다.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수요기업
(고객)

클라우드 지원 포털 사이트 (http://cloudsup.or.kr)

②. 다우오피스 검색
및 서비스 신청

① 수요기업 가입

③ 서비스
상세 신청

신청서

------
------
------
------
------

다우오피스 상세 신청
http://pay.daouoffice.com/apply?id=an18la

다우오피스
(담당자)

견적/상담
안내

3자 계약 관리

계약 내용 확인

④. 계약서 확인

협회자문단

계약 내용
자문심사

3자 계약 관리

전자서명

⑤ 전자서명

⑥ 이용요금 입금
(고객 → 다우기술)

다우오피스 시작
(매월 1일자 서비스 시작)

※ 계산서 매월 말일 발행

계약서 작성 송부
(온라인)



신청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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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확산 사업에 따른 다우오피스 사용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클라우드 포털 지원 사이트 및 다우오피스의 서비스 신청
이 진행되어야 합니다.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시 기 고객 (수요기업) 다우기술 (공급기업) 협 회 비 고

매월 1 ~ 25일

클라우드 포털 지원
① 수요 기업 가입
② 다우오피스 서비스 신청

클라우드 포털 지원 사이트
http://cloudsup.or.kr

③ 다우오피스 서비스 상세 신청
서비스 상세 신청
http://pay.daouoffice.com/apply?id=an18la

④ 다우기술 → 고객에게 유선 안내

클라우드 포털 지원 사이트
⑤ 신청 기반의 계약 내용 입력

클라우드 포털 지원 사이트
⑥ 계약서 최종 확인 (컨펌)

매월 28 ~ 말일

⑦ 자문단 심사
(승인 OR 거절)

클라우드 포털 지원 사이트
⑧ 전자승인 및 사용신청

이용 요금 입금 (→ 다우기술)

클라우드 포털 지원 사이트
⑧ 전자승인

이용요금은 12개월 선납

익월 1일

⑨ 개설 완료 메일 발송

⑩ 서비스 사용 시작

익월 말일 계산서 발행 (다우기술 → 고객) 계산서 발행 (다우기술 → 고객) 매월 말일 세금계산서 분할 발행

http://cloudsup.or.kr/
http://pay.daouoffice.com/apply?id=an18la


정부 지원금에 따른 고객 부담 금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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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연 204만원 (월 17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룹웨어 패키지 기본료 (월) 용량 추가 (월) 사용기간 가입비 비 고

그룹웨어 20인 패키지 40,000원 50,000원 12개월 50,000원 가입비 등 1회성 요금은 정부지원 불가

예시)

• 다우오피스 정상가 (VAT포함): 1,243,000원 = ((40,000원 + 50,000원) * 12개월 + 50,000원) * 1.1 

• 정부 지원금 (60%)  648,000원 = ((40,000원 + 50,000원) * 12개월) * 60%)

• 고객 부담금 (40%)  595,000원 = 다우오피스 정상가(VAT포함가) – 정부지원금

• 수요기업(고객) 이 공급기업(다우기술)에게 입금해야 할 금액 : 595,000원 (VAT포함가)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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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 기업 가입 신청 (1/2) – 클라우드 지원 포털
정부 지원을 받으시려면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포털에 수요 기업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수요기업 (고객)
가입페이지입니다.

1

1 우측 상단

‘수요 기업 가입 신청 클릭＇

지원 대상 여부 검색

이용 약관 동의 선택

‘수요 기업 등록을 진행합니다.’

클릭

2

2

4

3

4

3

‘지원대상입니다’ 라고메시지가나오
더라도수요기업을등록하고이후다
우오피스를신청해야합니다. 

MEMO

http://cloudsup.or.kr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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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 기업 가입 신청 (2/2) – 클라우드 지원 포털
정부 지원을 받으시려면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포털에 수요 기업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 기업 정보를 입력하고 하단

‘수요 기업 신청‘ 버튼 클릭

1

수요기업 (고객)
가입페이지입니다.

2

2 가입 아이디로 로그인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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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우오피스 신청 (1/2) – 클라우드 지원 포털
다우오피스를 검색 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수요기업 (고객)
서비스신청페이지입니다.

1 검색 영역에서＇다우오피스‘ 검색

검색 결과 ‘ 다우오피스‘ 클릭

검색

서비스 신청 클릭

2

3

1

2

3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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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우오피스 신청 (2/2) – 클라우드 지원 포털
다우오피스를 검색 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수요기업 (고객)
서비스신청페이지입니다.

1 선택사항 ‘그룹웨어형‘ 선택

시작일은 익월 1일로 선택

저장 클릭

상단 ‘서비스 신청＇내역을

클릭하여 신청 내역 및 답변 내용

확인 가능

2

3

! 그룹웨어형 선택, 예정 시작일은 익월 1일’선택

! ‘3년 이상‘ 으로 체크

2

3

1

4

3

• 답변은영업일기준12시간내에답변해드립니다

MEMO

!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해세요



Description

3) 다우오피스 서비스 상세 신청 - 다우오피스
클라우드 포털 지원에서의 서비스 신청을 마친 후, 아래 다우오피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신청해야합니다.

수요기업 (고객)
서비스신청페이지입니다.

1 http://pay.daouoffice.com/a

pply?id=an18la 으로 접속 클릭

이용 약관 동의

기본 정보 입력

상품 선택

신청 클릭

2

3

4

2

3

! 12개월 선택 / 정부지원금 중복 할인 불가

4

! 영업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5

5

http://pay.daouoffice.com/apply?id=an18la

1

! 도입 후, 추가 상품 구매는 정상 과금됩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시길 권유해드립니다.

http://pay.daouoffice.com/apply?id=an18la


Description

4) 수요 기업 확인 – 클라우드 지원 포털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포털에 접속합니다.  접속 주소 : http://cloudsup.or.kr

수요기업 (고객)

http://cloudsup.or.kr

접속하여 로그인

정부지원 신청 내역 클릭

공급기업에서 기록한 정보와

이용약관 확인

수정항목이 없으면 버튼 클릭

1

2

31

2

3

1

4

! 수정사항이 있으면 페이지 하단 ‘수정요청‘ 내용을 기입하세요.

! 25일 이전까지 클릭하여야 익월 1일부터 사용 가능

• 수요기업확인은지원서작성후, 12시간이내에
확인이가능합니다. 특이사항이있을경우, 영업
담당자를통해유선으로안내해드립니다.

MEMO

http://cloudsup.or.kr/


Description

5) 전자서명 등 최종 완료 – 클라우드 지원 포털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포털에 접속하여 심사 결과 및 전자 서명을 진행합니다.

수요기업 (고객)

! 자문단 심사 완료 후, 전자 서명 및 최종 완료 (매월 28~31일)

• 서비스는1일부터사용이가능하며, 다우오피스
에서개설완료메일과문자로알려드립니다.

MEMO



Description

6) 서비스 이용 요금 입금
안내 받으신 서비스 이용 부담금을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기업 (고객)

다우오피스를 사용하시려면 서비스 시작일 전일까지 안내받으신 이용요금이 입금 되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서비스 제공월 말일에 월 사용금액에(고객 부담분+국가 부담분) 대하여 계산서 발행합니다.



Thank you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18 클라우드 확산 사업 다우오피스 문의

1577-3019, daouoffice@dao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