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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훈
성실, 협동, 봉사
교무실 676-1476

2019년 3학년 2차 방과후학교 실시안내

행정실 676-1475
팩스 671-9029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수강신청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형 방과후학교 신청을 학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래 수강신청 방법을 숙지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2019학년도 3학년 2차 방과후학교 일정

온라인 수강
신청기간

2019. 6.8(토) 21:00부터 ~
3학년

2019. 6.14(금) 16:30까지

및 정정기간
교육 기간

※본인 책임 하에 직접 정정하고 환불규정에 따름

3학년

수강료 인출 날짜

2019. 6.10 ~ 9.17

매회 차 1회 예정(추후 가정통신문 공지예정)
수강료는 단위시간당 강사료기준 책정함

1. 로그인
1. 방과후학교 홈페이지 접속
(4가지 방법 중 1가지 방법으로 접속)
https://www.dbdbschool.kr/go/ai/0MlKPle

학교홈페이지>‘학습활동’- ‘방과후학교’
게시판 27번글 링크(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설을 위한 수강신청 사이트)
학교홈페이지 하단 > 배너모음 위 ‘Quick
Link’ 클릭 > ‘방과후 학교 신청’ 클릭

큐알코드 스캔하여 사이트 접속

§

“학년, 학과, 반, 번호, 이름”과 “초기
비밀번호(1234)” 입력 후 로그인 합니다

2. 수강신청
§

수강신청을 원하는 과목의 “신청” 버튼을 클릭
하면 수강신청이 완료됩니다.

§

수강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취
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 환불규정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생 의사와 무관하게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1. 방과후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법정전염병 등으로 학생의 학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기준으로 수강일을 계산한 금액★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
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
하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
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하인 경우
학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강료 환불 절차
① 환불 사유 발생 → ② 담당(또는 담임)교사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 위 내용은 수정사항 발생 시 방과후 사이트 안내합니다. 로그인 접속하여 점검바랍니다.
※ 별첨 배부 : 학년별 방과후학교 강좌목록(학생공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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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석산고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