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원가입하기

1) 가입하고자 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가입” 메뉴를 클릭합
니다. 
*회원가입 메뉴는 홈페이지 별로 위치 및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회원가입 절차는 약관동의>회원구분>본인인증>정보입력>완료 순으로 진행되며 교
직원의 경우 교직원 인증서 등록 절차가 추가 됩니다. 

3) 약관동의 후 회원 구분 선택 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구분
- 학생 :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은 가능하지만, 대부분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가입을 하더라도 ID/PW가 생성되지 않고 로그인을 할 때 마다 실명인증절차로 가입되는 방
식 ID/PW가 필요 할 경우 학교측으로 문의해야하며 학교에서 학생 등록하여 ID/PW 부여가 
가능함
- 학부모 : 일반 포털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학부모인 경우 선택
- 교직원 : 교직원인 경우 선택(교직원 인증서 등록 절차가 필요) 
 교직원 인증은 교육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만 가능하며, 교직원 인증이 되지 않더도 회원가
입을 가능하나 교직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반회원으로 인정되어 사용에 제한이 있음을 있음

4) 회원가입이후 승인절차는 없으며 글이 써지지 않을 경우 해당 게시판에 글쓰기 권
한이 없거나, 교직원인 경우 인증서 등록이 진행되지 않아서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회원 가입 절차입니다.







2. 로그인하기
1) 회원가입 이후 회원 구분에 따라 로그인시에 참고하세요 
 *회원구분
- 학생 : 학교에서 부여받은 ID/PW가 없을 경우 ID/PW를 입력하는 창 밑에 휴대폰 버튼을 
누른 후 휴대폰실명인증으로 로그인, 부여받은 ID/PW가 있을 경우에는 로그인창에서 ID/PW 
입력 후 로그인

- 학부모 : 회원 가입 시 ID/PW가 필수 입력이 아니라 입력된 내용이 조건과 맞지 않을 경
우 (특수문자의 미사용 혹은 글자수 미충족) ID/PW가 생성되지 않으며 ID/PW 없이 가입 된 
경우 로그인시 휴대폰 실명인증으로 로그인 가능.

-교직원 : 인증서 등록 이후 교직원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ID/PW는 별도로 없음



3. 교직원 인증서 등록하기
1.회원가입이 완료된 교직원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 회원 > 교직원 로그인 바로가기 > 휴대폰 > 휴대폰본인확인(실명인증) > 로
그인 완료
2.로그인이 완료 되었다면 학교홈페이지 상단(로그인이 있던 자리)에 
회원정보 변경 혹은 로그인 변경을 클릭합니다.
3.팝업된 회원정보변경 페이지에서 교직원인증서등록 버튼을 누른 후 나이스 ID/PW
를 입력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참고용입니다.
*본인 실명인증은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는 인증 방법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통신사
에 간편인증이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문자인증으로 진행 합니다.







*인증서 등록 시 완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 이미 등록되어 있
는 인증서라는 문구 혹은 아무 반응이 없을 경우 지원센터로 문의 주시
면 정보 확인 후 신속한 처리 도와드립니다.

*이미 이전에 인증서 등록을 해 놓은 교직원은 별도로 회원 가입 및 인
증서 등록은 필요치 않으며,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이전 근무지(학교)홈페
이지에서 교직원 인증서로 로그인 후 회원정보변경 혹은 로그인 변경을 
눌러 기관명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기관명)변경이 불가합니다.
-인증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여부 및 중복 등록 , 인증서 
갱신, 컴퓨터 개인설정등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에 등록절차가 정상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