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로그인 

학원관리 바로가기 

휴대폰 관리 

학원 관리 - 원생관리 

학원 관리 - 반관리 

출결 관리 – 등,하원관리 PC 

출결 관리 – 등,하원관리 앱(App) 

출결 관리 – 등,하원 보고서 

문자 관리 – PC로 그룹문자 보내기 

문자 관리 – 문자 무료 



















그룹문자 작성 및 발송 

문자 발송 내역 보고서 

원생정보 입력, 수정, 조회 

반 생성, 수정, 삭제 

수납 내역 관리 

학원 상담 내역 관리 

등,하원시 부모에게 전송될 문자 내용 관리 

실제 문자가 발송될 휴대폰 등록, 수정, 삭제 

원생의 등,하원 상태를 관리 

원생,일,월별 보고서 조회 







원생정보에 입력된 원비 납부일, 수강료  
기준으로 개인별 자동 수납 관리가 됩니다. 

 필수입력 

* 해당 원생 반 지정 및 등원요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 수업을 여러 개 받는 경우 반  복수  선택 가능합니다. 
* [학원관리 – 반관리] 에서도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등원시 등원문자 자동 전송 여부 설정 

 하원시 하원문자 자동 전송 여부 설정 

 재원상태 ON/OFF 

원생 사진 등록 및 변경 

 필수입력 



• 해당 원생 월별 원비 수납 현황 
• 원비 납부일, 수강료 기준으로 자동 추가 
• 직접 추가 및 항목별 금액 수정도 가능 
• 입금 받은 금액만 입력하면 자동 정산  

• 해당 원생 상담 내역 관리 
• 일자별, 조회, 추가, 수정, 삭제 

해당 원생 등,하원 현황 

원생 정보를 한번에 모두 조회 – 부모 및 원생과 통화 또는 상담시 활용 

반 및 등원요일 수정가능 
반 복수 선택 가능 





샘플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후 받을 파일을 엽니다. 



• 8행 까지는 그대로 둡니다.  
• 9행 “홍길일” ~  18행 “홍길십” 까지 내용을 모두 지우시고 
• 실제 원생 정보는 9행 부터 양식에 맞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 한 행에 한명씩 추가해 나가시고 오타가 나지 않도록 잘 확인합니다. 
• 필수항목 이외의 항목은 빈 값으로 두셔도 됩니다. 
• 적당한 이름으로 저장하고 이 파일을 첨부하여 일괄등록 하게 됩니다. 

빨간상자내 필수 입력 항목은 빈 값으로 두시면 안됩니다. 



작성한 후 저장한 엑셀 파일을 첨부파일로  첨부하고  
“등록하기” 로 등록합니다. 







생성할 “반명” 입력후 “추가하기” 

• 생성된 반 이름 “수정”, “삭제” 가능 
• 반명이 “수정”되더라도 그 반의 원생은  그대로 입니다. 
• 반을 삭제하면 그 반에 있던 원생들은  삭제된 반에서 나

오게 됩니다.  

• 등록된 휴대폰이 2개 이상인 경우 반 생성시 휴대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반생성시 선택한 휴대폰 단말기를 통해  등,하원  문자가 전송 됩니다. 
• 원생이 많은 경우등  일일 최대 문자 전송량을 늘이고 휴대폰별로 문자 전송량을 분산하실 수 있습니다. 
• 휴대폰관리 - 휴대폰 등록 참고 

 

•  예) 휴대폰관리에 휴대폰이 2개 등록 (관장님폰, 사범님폰)되어 있다고 가정 
 
                 ㄴ중등 A, B 반 생성시  관장님폰으로  생성  함 
                        → 중등 A,B반  등,하원시  관장님 휴대폰으로 등,하원  문자  전송 
 
                 ㄴ초등 A, B 반 생성시  사범님폰으로  생성 함 
                        → 초등 A,B반  등,하원시  사범님 휴대폰으로 등,하원  문자  전송 



            선택추가 

            추가할 원생등 체크로 선택 
                 버턴으로 한명씩 추가 가능 

① 

② 

③ 

            원생을 추가할 “반”을 선택 ① 

② 

③ 



등원 요일 지정 후 확인버턴 



• 반 선택 후 각종 버턴들로 추가 제거 및 등원요일 수정이 가능합니다. 

적용하기를 하셔야 정상적으로 반 지정이 완료 됩니다. 





• 원생이 직접 부모님 전화번호 4자리를 입력하여 등, 하원을 할 수 있습니다. 
• PC와 앱에서 모두 지원 됩니다. 
•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컴올을 검색하시어 “컴올출결체크기”를 와이파이가 지원되는 

스마트 기기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 등원대기 원생 에서 “등원” 버턴을 클릭한 원생은  “등원완료원생”이 됩니다. 
• 원생정보에 “등원문자 알림”이 “사용함”으로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등원 문자가 부모님에게 전송됩니다. 
        ㄴ “등원문자 알림” 이 “미사용”인 경우 상태만 등원완료로 변경되고 문자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관리하기 버턴으로 문자내용 수정등 관리가 가능합니다. 



• 등원완료 원생 에서 “하원” 버턴을 클릭한 원생은  “하원완료원생”이 됩니다. 
• 원생정보에 “하원문자 알림”이 “사용함”으로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하원 문자가 부모님에게 전송됩니다. 
        ㄴ “하원문자 알림” 이 “미사용”인 경우 상태만 하원완료로 변경되고 문자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관리하기 버턴으로 등원 취소 및 문자내용 수정등 관리가 가능합니다. 

등원한 원생 등원 아이콘 생성 



• 관리하기 버턴으 로 하원 취소가 가능합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컴올” 검색후 “컴올출결체크기”를 와이파이가 되는 스마트기기에 설치후 원생들이 직접 등하원시 
번호를 누를 수 있도록 비치하시면 됩니다. 



메뉴 호출 반 선택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컴올” 검색후 “컴올”을 설치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월별 원생 등,하원  보고서 조회 

• 연락처 로 검색 
• 반별로 현황조회 
• 년도 및 월 선택가능 

일별 상세보고서 조회 



• 일별 등,하원 현황 조회 

• 원생이름  검색 하여 상세  현황조회 
• 시작일, 종료일로 상세  현황조회 
• 반별로 상세 현황 조회 





• 원생 검색    
• 반 별 원생  조쇠 
•  초성검색으로  원생 조회 





• 등록된 휴대폰이 2개 이상인 경우 휴대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된 휴대폰 단말기를 통해 서 문자가 발송됩니다.  
• 그룹문자 전송시 휴대폰에 남은 문자수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컴올 문자 전송 서비스는 “컴올앱”이 설치되어 컴올 관리프로그램과 연동된  
     고객님의 스마트폰을 통해 문자가 발송됩니다.  
 
◈ 실제 문자 전송은 고객님의 휴대폰 단말기를 통해 문자가 발송되며  
     통신사별 음성무한 데이터요금제를 사용하시면 매일 200건까지 무료로 문자 전송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전 고객님의 휴대폰 요금제의 무료문자를 꼭 확인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사에서 지정한 문자 메세지 사용량을 초과 할 경우 
     휴대폰 문자 발송이 정지되거나 추가 요금이 과금 될수 있으니  
     꼭 사용중이신 통신사의 요금제를 확인하시고 컴올 서비스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통신사 요금제에 문자 무제한이 포함되지 않은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휴대폰 요금이 과금되어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통신 요금이 과금되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 컴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컴올 서비스 사용에 문제가 있거나 불편사항이 있으실때 언제든 저희 고객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신사 문의]  
   ㄴ 휴대폰에서 114 + 통화버튼  
   ㄴ SKT고객센터(1599-0011), KT고객센터(100), LG U+고객센터(1544-0010)  
 
[컴올 고객센터]  
   ㄴ 1577-6736 





사용자가 임의로 이름을 정한후 적용버턴을 누릅니다. 

• 여기에 입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실제 문자가 발송됩니다. 
• 고객님 소유의 정확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 입력된 고객님 휴대폰(셈플예, 010-1234-5678)에 “컴올

앱(App)” 설치후 가입한 ID, Pass로 로그인합니다. 

연동이 완료되면 발숭가능 건 수 입력이 가능합니다. 

① 

② 

① 

② 



연동할 휴대폰에 앱을 설치합니다. 
연동은 실제 문자를 보낼 휴대폰을 지정하는 역할입니다. 

② 

앱을 실행 합니다. 가입한 ID,Pass로 로그인 - 연동완료 

• 연동은 최초 한 번만 하면 됩니다. 
• 연동할 휴대폰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관리자 - 

휴대폰 관리]에서 휴대폰 번호를 수정 하시고 
수정한 휴대폰에서 “컴올앱(App)”을 로그인 하
시면 자동으로 수정된 휴대폰과 연동됩니다. 

연동과 상관없이 선생님들 휴대폰에 “컴올앱(App)”
을 설치후 로그인 하면 선생님들 휴대폰으로도 출결
관리가 가능합니다. 



 본인 휴대폰 번호 

입력한 본인 휴대폰 번호와 통신사, 잔여발송량, 연동유무에 연동중으로 표기되면 정상적로 연동된 것임 



 본인 휴대폰 번호 

• 한대의 휴대폰 연동으로 매일 약 200건의 문자를 보낼 수 있음 (공지사항 참조) 
• 휴대폰을 추가로 연동하면 추가한 만큼 문자 발송가능 량이 늘어남 
      ( 예,  휴대폰 3대 연동  x  매일 200건 문자  =  매일 600 건 문자 전송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