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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학생 진로교육 사이버인증제 안내

학교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
록 학생진로교육사이버인증제를 2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가정에서도 학
생들이 적극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수강대상 : 2학년 전체 학생
2. 수강신청 및 학습기간 :2014.05.20.(화) ~ 2014.06.30.(월)
3. 수강사이트 : 학생진로교육사이버인증센터

http://www.jinrogogo.go.kr

4. 사이버인증제 운영절차
가.학생별 사이트 내 회원 가입(만 14세 미만시 학부모 동의 절차 필요)
※ 초등학교에 가입한 학생은 개인정보수정 후 담임선생님 인증
나.담임교사가 학생의 회원 가입을 확인 후 인증
다.담임교사의 승인 후 수강신청 및 사이트 강의 이수
라.학생강의 이수 실적 총 80% 이상 학생에 한해 수료 인정
마.수료 결과는 생활기록부 및 에듀팟에 기재

※

사이버 인증센터 사용법 안내

1. 회원 가입
①•• 첫화면의 우측상단의 회원가입 또는 중간 회원가입 박스 아래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
여 회원 가입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②•• 회원 선택에서 자신의 나이에 맞게 학생(14세 미만)회원가입 또는 학생(14세 이상)회
원가입을 선택합니다.
③••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한 후에 동의함을 클릭합니다.
④•• 회원가입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가 있는 곳은 꼭 입력)

①아이디를 입력(6-12자)하고 중복체크를 클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인지 확인합니다.
②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생년월일은 두자리로 입력 (예)1998년 04월 05일)
③비밀번호(6-12자)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확인도 비밀번호와 똑 같이 입력합니다.
④학교검색을 클릭하여 창이 뜨면 학교명을 입력하고 찾기를 클릭하여 다니고 있는 학교를 선택합니다.
⑤학년 반 번호를 선택합니다.
⑥담임선생님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⑦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휴대폰 번호와 전화번호는 꼭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진로교육 학습하기
①•• (진로교육 > 수강신청) 으로 들어가서 목록에 있는 수강 신청을 클릭합니다.
※주의 : 담임선생님의 인증을 받아야만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MYPAGE > 수강중인 과정) 으로 들어가서 목록에 있는 학습을 선택합니다.
③•• 학습목록에서 수강하지 않은 내용을 선택하여 학습합니다.
(상태의 수강은 이미 학습한 내용이고 미수강은 아직 학습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④•• 진로교육 학습화면 설명입니다.
① 현재 학습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나타냅니다.
② 이번 차시의 학습과정 중 지금 학습하고 있는 내용의 과정을 표시합니다.
(수강하다 중단되었을 때 바로 그 과정으로 바로 가려면 과정을 클릭하세요.)
③ 학습내용의 단계를 표시합니다. 학습내용을 다 본 후 다음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만약 다 학습하지 않고 건너뛰면 수강이 되지 않고 미수강으로 표시되므로 모든 내용을 학습해주세요.)
④ 현재 학습내용의 자막을 보려면 자막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⑤ 학습을 중단하거나 마쳤을 때 학습을 끝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⑤•• 학습을 모두 마치게 되면 담임선생님께서 인증을 해주시고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증을 출력해서 진로포트폴리오에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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