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회원가입

꿈사랑학교 입교 학생은 홈페이지 내 입
학신청(회원가입)을 통해 원격수업에 참
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01. 회원가입

학생 입학신청 화면입니다.

※나이에 따라 가입절차에 차이가 있

으니 반드시 학생 본인에 해당하는 경

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1. 회원가입

step. 01 약관동의 화면입니다.

•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민감정

보추가수집동의서 내용을 모두 확인

후 체크합니다.

• 약관에 동의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

다.

• • •

• • •

• • •



01. 회원가입

14세 미만의 학생에 대해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4세 미만 학생 가입 시 약관동의 다음

보이는 화면입니다.



01. 회원가입
step. 02 개인정보입력 화면입니다.



01. 회원가입

Step. 03 가입완료 화면입니다.

• 가입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 승인 이후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

다.



02. 메인화면

학생 로그인 성공 시 보이는 화면입니다.

(1) 실시간 화상수업 시간표를 확인하고, 실시간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출석 현황을 월별로 확인하고, 다시

보기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3) 과목별 다시보기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4) 과제 및 학습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학업성취도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동아리, 진로, 특강 등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

니다. 

(1)

(1)

(2)

(2)

(3)
(4)

(5)

(6)



■ 출석 인정 수업 시수

• 초등 : 1일 1과목 이상 수강 시 출석으로 인정

• 중·고등 : 1일 2과목 이상 수강 시 출석으로 인정
❖ 중·고등학생이 1일 1과목만 수강했을 시, 결석

☞ 학생의 상황에 따라 실시간 수업 참여 및 다시보기를 선택적으로 수강 할 수 있음

☞ 수업 시간 : 초등1 ~ 2학년 30분, 초등3 ~ 고등3학년 40분

03. 수업 참여 방법

■ 꿈사랑학교와 소속학교의 학사(수업)일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꿈사랑학교에 입교한 학생은 소속학교 학사(수업)일정과 무관하게 꿈사랑학교 학사(수업)일정에 따라 반드시
원격수업을 수강해야 함.

• 소속학교가 방학(또는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이어도 꿈사랑학교 수업일자에는 원격수업을 듣고 출석을
해야 함.(☞ 기간 내 미 수강 시, 질병결석 반영됨.)



■ 실시간 수업듣기 (HOME > 학생방 > 시간표)

• 학생과 교사가 정해진 시간에 화상강의실(ZOOM)로 접속하여 수업진행

• 실시간 쌍방향 수업

• ZOOM프로그램 설치 실시간 참여 가능: [시간표] 오른쪽 상단의 [프로그램설치하기] 클릭

☞ 참고자료: 홈페이지 내 [게시판-FAQ] ‘ZOOM 학생 접속 안내＇참고

03. 수업 참여 방법

■ 다시보기 수업듣기 (HOME > 학생방 > 출석/다시보기 또는 과목별 수업 보기)

• 다시보기는 실시간 수업이 녹화 된 동영상 수업

• 다음 달 1일 낮 12시까지 수강을 완료해야만 출석으로 인정됨















☞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선택합니다.











03. 수업 참여 방법 (실시간 수업 듣기)

☞ 프로그램 설치가 끝난 후 시간표에서 해당
요일과 시간을 확인하여 과목을 클릭하면 실
시간 수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시간표 하단의 놀이터1~놀이터5에서는 꿈
사랑학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HOME > 학생방 > 출석/다시보기

☞ 날짜, 과목 확인 후 클릭

03. 수업 참여 방법 (다시보기)

(2) HOME > 학생방 > 과목별 수업 보기

☞ 날짜, 과목, 교사명 확인 후 클릭

또는



03. 수업 참여 방법 (다시보기)

• [수업보기] 클릭하면 수업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동영상플레이 클릭하면 수업영상이 재생됩니다.



03. 수업 참여 방법 (다시보기)

• 수업중간 자리비움 방지를 위해 영상

이 멈췄을 때 [확인] 버튼을 눌러야 다시

보기가 진행 됩니다.



03. 수업 참여 방법 (다시보기)

• 우측 상단의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
음 재생 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른 지점부
터 이어보기할 수 있습니다.

• 수업종료후에 오른쪽의 출석체크 버튼
을 눌러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우측 상단의 수업 진행도가 100%가까이
되어야 출석체크 버튼이 활성화 됨.)



04. 출석 관리

HOME > 학생방 > 출석/다시보기

학생의 월별 출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 : 실시간 수업을 수강한 경우

• : 녹화파일(다시보기)을 수강한 경우

• : 실시간 수업과 녹화파일 모두 수

강하지 않은 경우

• 날짜 옆의 : 학생이 소속학교에 등

교한 날로 소속학교 선생님이 표시한

것임

※ 결석을 제외한 "출석"과 "다시"는 출석

으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