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과후학교를 쉽고 간편하게

신나는! 방과후학교





을 소개합니다.

방과후학교  업무관리 프로그램무료

책가방은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관련 강좌수강신청, 출석체크, 만족도조사, 알림장 등을

쉽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강사선생님은 아주 쉽게 강좌 및 학생들을 관리하며,

학부모님은 아이가 신천한 강좌의 수강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확인 가능합니다.

웹

모바일 에서 을 만나보세요!



*책가방 이렇게 사용하세요~

선생님방과후담당
Q. 강좌 확정방법에 수동확정과 선착순 확정의 다른점이 뭔가요? 
  A. 두 방법의 공통점은 학생들의 수강신청순서를 볼 수 있어요
수동확정은 수강신청을 한 학생들을 직접 수강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책가방을 처음 이용하시면 수동확정 추천드려요~
정원이 다 차더라도 추가로 대기 순서를 받을 수 있어 유동성있는 강좌관리를 하는 학교에서 적합합니다~
선착순확정은 말 그대로 선착순으로 정원이 다 차게되면 수강신청이 닫히는 방식입니다.
경쟁이 심한 인기강좌나 수강하는 학생의 변동이 적은 강좌에서 적합합니다~

Q. 수강신청한 학생을 취소하고싶어요
  A. 수강신청 기간 내 수강신청 취소는 학부모님께서 수강신청하신 방식대로 취소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수강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방과후 담당자가 취소를 해야할 때,
기수 관리 > 수강자 명단 > 해당 학생이름 체크 후 수정 > 취소날짜 선택 > 수정 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취소하시면 같은기수에 같은 수업을 재신청할땐 오프라인 수강신청으로 직접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Q. 취소한 학생을 다시 재등록하고 싶어요
  A. 수강신청 취소를 학부모님께서 하셨다면 문제없이 수강신청을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방과후 담당자가 취소한 경우엔 오프라인 수강신청으로 직접 등록해주셔야합니다. 이 경우 직전에 취소한 날짜가
계속 노출됩니다. 삭제를 원하시면 책가방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해결해드립니다~

Q. 오프라인 수강신청은 언제 사용하나요?
  A. 오프라인 수강신청을 이용하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1. 직전 기수를 수강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 - 수강신청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학부모님께서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강사와 방과후 담당자 재량으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 이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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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버전-방과후담당자

01.관리자 로그인

02.학년도 관리

03.기수 관리

[책가방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http://edubag.co.kr 를 입력하고 접속!  

>> 하단의 관리자 로그인 클릭

>>부여받은 계정으로 로그인

*방과후학교 관리자 계정은 

책가방과 계약 후 부여해 드립니다.

[학년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년도 현황 

- 전체 학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정보 관리

- 총 학생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 보기

- 졸업처리한 학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정보 관리 

- 방과후 학교 수업을 하는 교실과 

  수업시간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강사정보 관리 

- 방과후학교 강사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NICE와 동일한 엑셀파일 형식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방과후학교 수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수현황 

- 해당하는 기수를 추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좌등록 

- 해당기수에서 진행하는 강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초등록 이후에는 지난기수의 강의목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관리 

- 해당 기수의 수강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기수의 수강신청이 끝난 후 수강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강자 명단 

- 해당 기수의 수강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좌 현황 

-  해당 기수의 강좌현황과 시간표, 출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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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공지 관리

05.문의 게시판

06.만족도조사 (설문조사)

07.알림장

08.연간계획

[방과후학교 전체 공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계정의 첫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학부모와 강사선생님의 

문의사항을 받는 게시판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질문자의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강좌가 끝난 뒤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본폼이 있으며 추가/ 수정도 가능합니다.

PC버전-방과후담당자

[학부모에게 보여지는 알림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알림장 기능은 책가방 어플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 관련된 연간 계획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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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정보 확인]

아이의 생년월일, 학교 이름을 입력하고 아이를 등록하세요.

더 추가할 아이정보가 없다면 확인버튼을 누르세요.

02.기수 준비

01.회원가입

[책가방app실행]

             나               에서

         책가방 어플을 다운받아 실행시키세요.

>> 회원가입 클릭

[회원가입]

회원가입 유형에서 학부모 선택

회원 정보 입력 후, 휴대전화 인증(본인 확인 서비스)

[홈] 

•기수준비 단계의 상태입니다.

App버전-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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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버전-학부모

03.수강신청

04.강좌 진행

[수강신청 확정]

수강신청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선착순일 경우 확정 후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수동일 경우 임의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강신청 방법] 

손쉽게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 모집기간 내에 선착순으로 마감된 경우확정이 

바로 표시됩니다.

•기간내에 정원이 차지 않는 경우 접수마감 후 담당교사가

확정처리하면 수강확정됩니다.

•수동확정 : 정원과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수강신

청 마감 후 담당교사가 확정처리하면

수강이 확정됩니다. 

[내아이 강좌] 

내아이가 현재 수강하고 있는 수업을 보여줍니다.

[아이 시간표 조회]

아이가 수강하는 

방과후학교 수업 전체시간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활동게시판 열람하기]

강좌 활동 게시판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알림장]

학교공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강좌 종료 후 바로 평가로 빠른 피드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수업 선택]

신청하고자하는 수업의 총 인원수와 

현재 신청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업 정보/활동게시판 열람 및 수강신청 가능

•현재 신청자 확인 가능

[수강신청 / 취소하기]

•수강신청하기 : 원하는 강의 선택 후

수강신청하기를 눌러주면 수강신청 끝!

*강좌의 내용과 강좌 활동 게시판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취소하기 : 취소하려는 수업은

수강신청한 방법과 동일하게 취소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수강신청한 날짜, 시간이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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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수강 신청

02.기수 준비

01.회원가입

[책가방app실행]

            나               에서

         책가방 어플을 다운받아 실행시키세요.

>> 회원가입 클릭

[회원가입]

회원가입 유형에서 학부모 선택

회원 정보 입력 후, 휴대전화 인증 (본인 확인 서비스)

[홈] 

•기수준비 단계의 상태입니다.

App버전-강사선생님

[수강신청] 

현재 담당하고있는 수업의 수강신청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선착순 : 모집기간 내에 선착순으로 마감된 경우 

   확정이 바로 표시됩니다. 

•기간내에 정원이 차지 않는 경우 접수마감 후 

    담당교사가 확정처리하면 수강확정됩니다.

•수동확정 : 정원과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강신청 마감 후 담당교사가 확정처리하면 

   수강이 확정됩니다.

[강좌 활동 게시판]

수업이 시작되기 전 수강신청 기간에 

강좌 활동 게시판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학부모님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수강인원 확정]

수강인원 확정은 수강신청 기간이 끝난 후 

방과후 담당선생님께서 확정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8



App버전-강사선생님

04. 강좌 진행

[강좌현황] 

확정된 담당 강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게시판 등록]

매주 수업활동을 학부모님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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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부]

따로 출석부를 들고다닐 필요 없이

웹/앱에서 출석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나이츠넷
T.02-325-4440
F.02-325-4414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8길31
webmaster@knight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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