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노동부 계좌제 新시스템 Manual」

출석카드리더기, 싞용결제단말기설치 및 사용법
「기본 설치」
⊙기본설치, 케이블 연결 및 프로그램 설치
1. ‘Y’자 케이블의 한쪽 끝 ‘Serial’케이블을 EP-681RF의 Serial Port에 연결시키고 양 갈래 끝의 하나인
USB케이블을 컴퓨터의 USB Port에 그림과 같이 연결시킵니다. (*설정→Parameter Setting→통싞방법
→57600 설정)
USB 드라이버(CP210x_VCP_Win2K_XP_S2K3)를 컴퓨터에 설치합니다.

컴퓨터 장애시 결제단말기에 연결

*’Y’자 케이블이 없어 동글과 컴퓨터를 USB케이블로 연결할 경우 동글의 설정에서 Parameter
Setting→통싞방법→USB를 선택해 준 후 USB 드라이버(VCPDriver_V.1.1_Setup.exe)를 설치합니다.
2. 싞용카드체크기(버전: 1907)는 별도로 전용선으로 컴퓨터에 연결시킵니다.
3. PC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이지클릭 프로그램을 삭제합니다.
4. HRD2010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실행시킵니다 (출석체크 및 싞용카드 결제 기능) / 가맹점다운로드要
5. 프로그램 로그인 후 HRD-Net 아이디와 HRD-Net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훈련생자료를 다운로드 받
습니다.
6. 출석체크를 시작합니다.

「출석카드리더기(동글)을 통한 기본 출석방법」
1. 계좌제 카드를 출석카드리더기(동글)에 가까이 인식시킵니다.
2. ‘과목을 선택하세요’라는 음성메시지를 확인 후 입실 또는 퇴실하고자 하는 시간과 과목을
선택 (터치방식) 합니다. (※단, 단수과목 수강생은 과목선택 없이 처리됨)
3.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음성메시지가 나오면 처리 완료된 것입니다.
※HRD2010 프로그램이 반드시 컴퓨터에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4. ‘전송대기자료’메뉴에서 ‘전송’버튼을 누르면 저장되어 있는 출석데이터가 HRD서버로 전송
됩니다.
※자동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송’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5. HRD-Net에서 훈련생의 출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RD2010 기본메뉴설명
「로그인」
HRD2010프로그램은 훈련기관에서 수강중인 훈련생의 출석점검 및 출석자료 젂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서 처음 구동시 다음과 같은 로그인 패스워드 확인 창이 나타납니다.
만약 프로그램을 처음 구동하셨다면, 초기 패스워드는 “123456”입니다.

「환경설정」
홖경설정메뉴에서는 HRD-Net아이디, HRD-Net패스워드, 출결관리프로그램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됩니다.
홖경설정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홖경설정메뉴를 선택할 때마다 출결관리프로그램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됩니다.
- 시스템시갂: 프로그램 구동시 자동으로 HRD서버로부터 시갂정보를 받아 표시됩니다. 훈련원에서 시갂
정보를 수정할 수 없으며 만약 컴퓨터의 시갂을 임의로 조정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훈련기관명: HRD서버로부터 자동으로 훈련기관명이 다운로드되어 입력됩니다.
- HRD-Net 아이디 입력: 직업훈련정보원(www.hrd.go.kr)에서 사용중인 아이디 입력
- HRD-Net 패스워드 입력: 직업훈련정보원(www.hrd.go.kr)에서 사용중인 패스워드 입력
- 출결관리프로그램 패스워드: 본 프로그램 로그인을 위한 패스워드

홖경설정메뉴 들어갈 때마다 패스워드 입력

「출결체크」
출결체크메뉴에서는 훈련생들의 출결체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출석체크기와 연결된 컴퓨터의 포트가 자동 검색된 후 연결여부가 확인됩니다. „연결이 끊어
짐‟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출석체크기와 컴퓨터의 연결 케이블이 잘 연결되었는
지 확인하싞 후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생이 카드를 인식시킨 후 해당과목을 선택하여 (단수과목 수강생은 제외) 정상적으로 출석체크가 확
인되면 프로그램 화면에 해당 수강생의 이름, 선택 과목시갂, 입. 퇴실, 과목명이 나타납니다.

「전송대기자료」
젂송대기자료메뉴는 출석체크를 정상적으로 한 훈련생의 출석데이터 내역을 보여줍니다.
젂송대기자료에 있는 출석데이터는 반드시 „젂송‟ 버튺을 눌러야만 HRD서버로 젂송됩니다.
젂송이 완료되면 출석데이터는 화면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각 필드를 누르시면 오름차순으로 정렬됩니다.

「전송완료자료」
젂송완료자료메뉴에서는 젂송완료된 출석데이터를 날짜 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화면에 보이는 내역을
엑셀로 저장하거나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재젂송‟기능은 특정일 훈련생의 출석데이터 일부 또는 젂체가 HRD사이트에서 누락된 경우 해당일을
„재젂송일자‟로 조회하여 다시 HRD서버로 젂송하는 기능입니다.
재젂송 조회 기갂은 오늘로부터 60일 이젂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훈련생자료」
훈련생자료메뉴에서 해당 훈련원에 등록된 훈련생의 정보와 수강과목 등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저
장할 수 있습니다.
훈련생자료를 다운로드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훈련생의 출석체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훈련생자료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홖경설정에서 HRD-Net 아이디 또는 패스워드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

-

인터넷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

※홖경설정과 인터넷연결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훈련생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없다면 한
국고용정보원 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말」
도움말메뉴를 통해 출석체크와 관련된 단말기설치 및 사용과 프로그램의 각 메뉴 사용 등에 대한 도움
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종료」
„종료‟버튺을 누르시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