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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매뉴얼 - 학생용

Date: 2015. 08. 20

한신대학교 스마트 출결관리 시스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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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 08. 20

한신대학교 스마트 출결관리 시스템

로그인

1

2

①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주소 입력.

http://attend.hs.ac.kr

② 한신대학교 포털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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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스마트 출결관리 시스템

로그인

1

1-1

① 비밀번호 찾기 버튼

1-1 클릭 시 포털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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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스마트 출결관리 시스템

로그인

1

1-1

① 고객센터안내 버튼

1-1 클릭 시 각종 문의 사항 처리를 위한

연락처 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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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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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스마트 출결관리 시스템

마이 페이지

① 로그인을 하면 ‘마이페이지’가 처음으로

나타 납니다.

1-1 오늘의 강의 (년, 월, 일, 요일 표시)

- 이전 버튼 : 이전 강의 일자 정보 표출

- 다음 버튼 : 다음 가의 일자 정보 표출

1-2 강의 상태 표시

1-3 강의 상세 정보 표시

- 강의명, 강의실번호, 강의 시간 및

강의 일 정보.

- 클릭 시 강의 출결 상세정보 페이지

이동

1-4 강의 처리 버튼

- 다음 페이지 참조

1-5 강의 목록

- 요일 별 강의정보 표시

- 클릭 시 강의출결 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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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스마트 출결관리 시스템

마이 페이지

① 강의 처리 버튼.

1-1 강의인증

- 클릭 시 강의 출결 프로세스 시작.

1-2 강의전(휴강처리)

- 강의 시작 전 표시.

1-3 보강정보

- 휴·보강 처리가 완료 된 상태에서

보강 정보 표시.

- 보강 일자 및 시간 정보 표시.

- PUSH로 보강일정 알림. 

1-4 강의 종료

- 강의 종료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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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 08. 20

한신대학교 스마트 출결관리 시스템

강의 출결

① 강의 출결 페이지.

1-1 강의 조회

- 강의 조회 기능.

- 학기 별로 조회 가능

1-2 강의 목록 표시

- 해당 학기의 모든 강의 목록 표시

- 해당 강의 클릭 시 강의 출결 상세

정보 페이지로 이동.



Project :

Version: 1.0 Pages:          

LG Media Center Application 개발완료보고서 Title : 개발개요및주요기능

11학생용 매뉴얼 > 화면 구성

사용자 매뉴얼 - 학생용

Date: 2015. 08. 20

한신대학교 스마트 출결관리 시스템

강의출결 상세정보

① 강의출결 상세정보 페이지.

1-1 강의 정보 표시

- 해당 강의 상세 정보 표시.

- 강의명, 강의실번호, 강의 일시,

교수명, 단과명, 학과명

1-2 출결 상태 표시

- 해당 강의의 해당 학기 출결 상태

- 출결전(하얀색), 출석(파란색),

지각(노란색), 결석(빨간색). 

1-3 출결 상태 상세 내역

- 해당 강의의 일자 별 출결 상태 표시.

- 보강 정보 표시. 

1-4 이의신청, 개선사항 버튼

- 이의신청 : 결석 및 지각 처리 된 강의

에만 표출, 클릭 시 이의신청 진행.

- 개선사항 : 출석 된 강의에만 표출,

클릭 시 개선사항 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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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① 이의신청 팝업

1-1 이의신청 팝업 창.

- 강의출결 상세정보 페이지의 이의

신청 버튼 클릭 시 표출.

- 강의명, 강의일시, 교수명, 현재출결

상태, 요구출결상태, 이의내용

- 요구출결상태 선택 및 이의내용 작성

후 확인 버튼 클릭 시 확인 창 표출.  

1-2 확인 창

- 확인 버튼 클릭 하면 담당 교/강사

에게 이의 신청 내용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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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

① 강의개선사항 팝업

1-1 개선사항 팝업 창.

- 강의 출결 상세정보 페이지의 강의

개선 버튼 클릭 시 표출.

- 강의명, 강의일시, 교수명, 개선사항

- 개선사항 작성 후 확인 버튼 클릭 시

확인 창 표출.  

1-2 확인 창

- 확인 버튼 클릭 하면 담당 교/강사

에게 강의 개선 내용 전달. 

* 강의개선 작성 내용은 익명으로 전달 되며,   

정상 출석 된 강의만 작성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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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스마트 출결관리 시스템

개인정보관리

1

① 개인정보관리.

- 본인 개인정보 내용 표시

- 학번, 단과대학, 학과명, 이름, 연락처

이메일, 국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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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스마트 출결관리 시스템

커뮤니티(공지사항)

1

① 커뮤니티 – 공지사항 페이지

- 관리자 및 교/강사가 작성한 공지사항

내용 표출 및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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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스마트 출결관리 시스템

커뮤니티(문의사항)

1

1-1

1-2

① 커뮤니티 – 문의사항 페이지

- 본인이 관리자에게 보낸 문의사항 내용

표출 및 읽기.

1-1 글쓰기 버튼

- 클릭 시 문의사항 작성 페이지 표출.

1-2 문의사항 작성 페이지

- 관리자 및 교/강사에게 문의사항

전달.

- 제목, 내용, 첨부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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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스마트 출결관리 시스템

커뮤니티(이의신청)

1

① 커뮤니티 – 이의신청 페이지

- 본인이 신청한 출결에 관한 이의신청

내역 처리결과 확인.

1-1 조회 기능

- 학기, 강의명, 처리상태 별로 조회. 

1-2 이의신청 내역

- 이의신청 내역 표시.

- 클릭 시 이의신청 처리결과 확인 창

표출. 

1-3 이의신청 처리결과 확인 창

- 신청 처리 결과 상세 내용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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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 08. 20

한신대학교 스마트 출결관리 시스템

강의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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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매뉴얼 - 학생용

Date: 2015. 08. 20

한신대학교 스마트 출결관리 시스템

인증APP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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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 08. 20

한신대학교 스마트 출결관리 시스템

인증APP 사용방법 - 안드로이드

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실행

검색창에 ‘한신대학교 출결인증’으로 검색. 

② 학생용 출결인증 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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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매뉴얼 - 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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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스마트 출결관리 시스템

인증APP 사용방법- 아이폰

① 앱스토어에서 “한신대학교” 검색 후 한신

대학교 앱을 다운로드하여 하단의 “바로

가기” -> “모바일 앱”에서 “전자출결”을

설치

* 출결 앱 아이폰 버전은 애플 앱스토어

심사 중입니다.

심사 전까지 한신대학교 내부 스토어에서

설치 바랍니다. 

* 앱스토어 등록이 완료되면 앱스토어에서

‘한신대학교 출결인증’으로 검색하여 설치하

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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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매뉴얼 - 학생용

Date: 2015. 08. 20

한신대학교 스마트 출결관리 시스템

인증APP 사용방법

① 바탕화면 ‘한신대 출결앱’ 아이콘을 클릭

합니다. 

② 프로그램이 실행되며, 아래의 기능이

함께 실행 됩니다.

- APP 실행 정보 전송

- APP 상태 정보 전송

- 블루투스 실행 여부 확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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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매뉴얼 - 학생용

Date: 2015. 08. 20

한신대학교 스마트 출결관리 시스템

인증APP 사용방법

③ 최초 접속 시 정보 입력 창이 표출 됩니다.

3-1. 학번 입력

④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는 확인 창이 표출

됩니다.

4-1. 입력 정보 확인 후 버튼 클릭

- 완료 : 정보 저장

- 재입력 : 입력 페이지로 이동

* 정보 입력은 APP 설치 후 최초 1회만 실행

되며, 이후 변경은 불가 합니다. 

(변경 필요 시 APP 삭제 후 재설치 필요) 

* 학번 인증 횟수는 서버에서 카운트 되며,

일정 회수 이상 인증을 받을 경우 대리

출석 시도로 간주되어 관리자 및 교/강사

에게 내용이 전달 되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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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오늘의 강의 정보 창이 표출 됩니다.

5-1. 해당일에 본인 강의 정보가 나타나며,

‘강의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대상

강의에 대한 인증이 가능 합니다. 

⑥ 블루투스를 켭니다.

6-1. 블루투스가 꺼진 경우 자동으로

블루투스가 켜집니다.

- 자동으로 켜지지 않는 경우 설정

창에서 사용함으로 변경 해주세요. 

* 블루투스4.0이 지원되지 않는 학생은

교수님에게 출석 체크를 요청 합니다.

인증APP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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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인증상태 메시지가 표출 됩니다.

7-1. 인증 진행 중 상태 입니다.

7-2. 인증 실패 상태 메시지 입니다.

- 실패 시 인증 버튼을 다시 눌러

주세요. 

* 비콘 신호는 2 ~ 3초 간격으로 발생

합니다. 신호가 없을 경우 7-2의 메시지가

표출 되며, 인증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정상 처리가 가능 합니다. 

* 통신장애 발생 시에도 7-2의 메시지가

표출 됩니다. 반드시 데이터 네트워크를

사용 하세요. (사용량 3kb 이내) 

* 네트워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교/강사

에게 수동처리를 요청 하세요. 

인증APP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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