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인증과정 소속교사 ID 등록 및 승인 안내

1. 소속 한글학교에 교사ID 등록하기 (학습자) … … … 1P
2. 한글학교에서 교사ID 승인하기 (학교 관리자)… … … 4P

1. 개인 ID로 로그인

3)아이디 입력
4)비밀번호 입력
5) [로그인] 버튼 클릭

※스터디코리안 ID가 없으시다면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면 스터디코리안의 모든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속 한글학교에 교사 ID 등록하기 (학습자)

1) 스터디코리안 (http://study.korean.net) 접속
2) 로그인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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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교사(교사ID) 등록

3) 왼쪽 메뉴 중 [한글학교 현황]의 [한글학교 정보] 메뉴를 클릭합니다.
4) 학교명으로 본인의 소속학교를 검색합니다.

※한글학교명은 띄어쓰기까지 인식하므로 주의해서 검색합니다.
본인 학교가 검색되지 않는다면 ‘지역’, ‘국가’, ‘공관’ 등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나오는 목록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상단 [한글학교]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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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인의 소속학교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7) 맞으면 [소속교사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수로 다른 학교에 [소속교사등록] 버튼을 클릭했더라도
본인 학교를 다시 검색하여 [소속교사등록]을 클릭하면 정상 처리됩니다.

5) 한글학교가 검색되면 본인의 [한글학교명]을 클릭하면 학교 정보 상세 페이지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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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가 많으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동명 또는 비슷한 이름의 학교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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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ID로 로그인

1) 스터디코리안 (http://study.korean.net) 접속
2) [로그인]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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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 완료 메시지의 [확인]을 클릭하면 한글학교 교사 등록이 완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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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학교에서 교사ID 승인하기 (학교 관리자)

3) 학교 아이디 입력 (고유번호 6자리)
4) 비밀번호 입력
5) [로그인]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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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ID 또는 비밀번호를 잊으셨을 경우 스터디코리안
메일(studykorean@okf.or.kr)로 문의 바랍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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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ID로 로그인 된 상태에서 홈페이지 최상단의 [나의한글학교]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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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 교사 현황] 클릭

3) 내역을 확인하고 ①소속교사 여부, ②정교사/부교사/퇴직 여부, ③담당과목을 선택 또는

기재합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 교장확인란이 ‘-’ 표시에서 ‘확인’으로 되어있으면 승인 완료입니다.

끝.

2

※저장을 클릭하지 않으시면 승인이 완료되지 않으므로 주의합니다.

2. 소속교사 승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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