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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https://wsattend.woosuk.ac.kr/ws/online/


◐교수자웹페이지의첫화면인로그인화면입니다.
◐ IE(인터넷익스플로러)는버전 10부터동작합니다. 
이전버전인 9이하의버전에서는동작하지않습니다.

◐ IE 버전업그레이드가불가능한경우 ‘크롬 Chrome’을 다운받아사용해주세요.

로그인



◐로그인에성공하면출석통계가보여집니다.
◐모든과목을각시간별로출석통계를보여줍니다. (단위%)출석통계



◐ ‘주차별출석현황’에서과목을선택하면시간별, 주차별로출결정정이가능합니다.

◐수정이가능한시간은출결처리버튼이보여지고수정이불가능한시간의경우출결정보

버튼이보여집니다.

◐출결확정버튼을선택하면해당수업의출결을확정지을수있으며확정된수업은수정

이불가능하게됩니다. 출결확정취소버튼을누르면출결확정취소가가능합니다.

◐출석부수정버튼은출석부형식으로수정이가능한화면을띄웁니다.

주차별
출석현황



◐출결처리버튼을선택하면시간별수강정정이가능한새창이뜹니다.

◐한명씩수정하거나왼쪽항목의체크박스를체크하여선택된학생여러명을동시에출

석또는결석으로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버튼을누르면해당시간의모든출결이미출결로변경됩니다.

주차별
출석현황

01. 출결처리



◐ ‘주차별출석현황’의출결정보버튼을선택하면해당시간의수강정보확인이가능한새

창이뜹니다.
주차별
출석현황

02. 출결정보



주차별
출석현황

◐ ‘주차별출석현황’의일괄처리버튼을선택하면주차별수강 정정이가능한새창이뜹니

다.

◐한명씩각시간별로수정하거나왼쪽항목의체크박스를체크하여선택된학생및여러

시간을동시에출석또는결석으로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03. 일괄처리



주차별
출석현황

◐ ‘주차별출석현황’의출석부수정버튼을선택하면출석부형식의출결수정이가능한새

창이뜹니다.

◐한학생의시간별로각각수정하거나학생별전체시간또는시간별, 주차별로한번에출

결수정이가능합니다.

04. 출석부수정



개인별
출석현황

◐ ‘개인별출석현황’ 에서 과목을선택하면학생별출결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 출결처리버튼은해당학생의전체출결정보를확인및수정할수있는화면을띄워줍니다.

◐ 출결확정버튼을선택하면해당수업의출결을확정지을수있으며확정된수업은수정이

불가능하게됩니다. 출결확정취소버튼을누르면출결확정취소가가능합니다.

◐출결현황버튼은 해당과목의전체출결현황을출석부형식으로보여주는화면을띄워줍니다.



개인별
출석현황

01. 일괄처리

◐ ‘개인별출석현황’의출결처리버튼을클릭하면해당학생의전체출결정보를확인및

수정할수있는화면을띄워줍니다.

◐각시간별, 각날짜별로수정하거나왼쪽항목의체크박스를체크하여여러시간및여러

날짜를출석또는결석으로 ‘선택변경’ 버튼으로출결수정을한번에할수 있습니다.



◐ ‘개인별출석현황’의출결현황버튼을클릭하면해당학생의전체출결정보를확인할수

있는화면을띄워줍니다.
개인별
출석현황

02. 출결현황



◐ ‘휴보강신청 및 조회’ 에서 과목을 선택하면 상단에 전체 과목의 신청한 휴보강 내역목록이 보여

지고 그아래로 시간 또는 날짜별로 휴보강 신청할 수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상단 휴보강신청 목록에서 이미 처리완료 된내역은 수정 및 삭제 불가능하며, 아직 처리되지 않

은대기 상태의 내역은 삭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휴보강신청 버튼을 선택하면 날짜 및 강의실, 사유 등을 입력하여 휴보강을 등록할 수 있는 화

면이 띄워집니다.

◐이미 휴보강이 신청된 날짜는 대기중 버튼이, 휴보강 신청 후적용 완료된 날짜에는 처리완료 버

튼이 보여집니다.

휴보강
신청및조회



◐휴보강신청버튼을선택하고첫화면으로날짜를조회할수있습니다.

◐날짜칸을선택하면아래와같이날짜를선택할수있는달력형태의화면이나타납니다.
휴보강
신청및조회

01. 날짜조회



◐날짜선택을하면강의실을선택할수있는화면으로바뀌게됩니다.

휴보강
신청및조회

02. 강의실조회



휴보강
신청및조회

◐날짜와강의실선택이끝나고나면최종휴보강을등록하는화면이뜨게됩니다.

◐휴강구분의목록중에서휴강사유를선택하고추가적인메모를원하시면휴강사유란에

기입하시면됩니다.

◐최종으로휴보강등록에성공하면휴보강신청창이닫히면서 ‘휴보강신청및조회’ 화면

으로돌아가게됩니다. 이곳에서신청한휴보강의내역을확인할수있습니다.03. 휴보강등록



보강계획서
출력

◐보강계획서는최대 6건에대해출력을하실수있으며, 출력하고자하는항목을체크하신

후보강계획서출력버튼을누릅니다.



보강계획서
출력

◐팝업창의상단에있는 '출력하기' 버튼을누릅니다.

* 보강계획서 / 보강결과보고서팝업창에서 '출력하기' 버튼클릭시오류메세지가나타난경우, 27페이지 IE 설정을따라해주세요.



보강계획서
출력

◐인쇄미리보기창이나타나면 '페이지설정(톱니바퀴모양)'을클릭합니다.



보강계획서
출력

◐페이지크기는 A4, 머리글/바닥글은모두 '-비어있음-'을선택하신후확인을누르시면됩니다.



◐ '문서인쇄(프린터모양')을눌러인쇄할프린터를선택후 '인쇄'하시면됩니다.보강계획서
출력



◐보강결과보고서는한건씩출력이가능하며, 출력할항목이승인상태일때만가능합니다.

◐출력할항목에대해 '출력하기' 버튼을클릭하시면팝업창이나타납니다.
보강결과서
출력



◐보강결과보고서를출력할교과정보및학생의출석현황이자동으로표시됩니다.

팝업창의상단에있는 '출력하기' 버튼을누릅니다.
보강결과서
출력

* 보강계획서 / 보강결과보고서팝업창에서 '출력하기' 버튼클릭시오류메세지가나타난경우, 27페이지 IE 설정을따라해주세요.



◐인쇄미리보기창이나타나면 '페이지설정(톱니바퀴모양)'을클릭합니다.보강결과서
출력



◐페이지크기는 A4, 머리글/바닥글은모두 '-비어있음-'을선택하신후확인을누르시면됩니다.보강결과서
출력



◐ '문서인쇄(프린터모양')을눌러인쇄할프린터를선택후 '인쇄'하시면됩니다.보강결과서
출력



결과서, 계획서
IE 설정

◐보강계획서 / 보강결과보고서팝업창에서 '출력하기' 버튼클릭시오류메세지가나타난경우,

다음과같이설정하시면됩니다. 



결과서, 계획서
IE 설정

◐인터넷익스플로러상단의설정(alt+x)을클릭후인터넷옵션을선택합니다.



결과서, 계획서
IE 설정

◐보안 - 신뢰할수 있는사이트-사이트를순서대로클릭합니다.



결과서, 계획서
IE 설정

◐나타난팝업창에 '영역에웹사이트추가(D):' 아래에

'https://wsattend.woosuk.ac.kr'이입력되어있는지확인후추가-닫기순서대로클릭합니다.



결과서, 계획서
IE 설정

◐ '사용자지정수준(C)...'를 클릭합니다.



결과서, 계획서
IE 설정

◐스크롤을내려이미지에표시된

'스크립팅하기안전하지않는것으로표시된 ActiveX 컨트롤초기화및스크립팅＇을

사용으로하신후 확인버튼을클릭합니다.



결과서, 계획서
IE 설정

◐ '확인'을클릭한후 열려있는보강계획서또는보강결과보고서팝업창으로되돌아가새로고침

(F5)을 1회진행합니다.



출석미달자
관리

◐ ‘출석미달자관리’ 에서 과목을선택하면결석수가 25% 이상인출석미달자인학생목록을

볼수있습니다.

◐알림보내기버튼을선택하면해당목록의학생들에게핸드폰알림을보낼수있습니다.

01. 출석미달자조회



출석미달자
관리

◐ ‘출석미달자관리’ 화면, 학생목록의왼쪽상단에서출석미달주의자조회를선택하고검색을

하면결석수가 20%이상 25%미만인출석미달주의자인학생의목록을확인할수있습니다.

◐알림보내기버튼을선택하면해당목록의학생들에게핸드폰알림을보낼수있습니다.

02. 출석미달주의자조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