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포에듀센터 훈련생 출결 매뉴얼

① 앱(APP) 다운로드

è

② 앱(APP) 실행

è

③ 회원가입 및 출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서 ‘고용노동부 HRD-Net 
및 출결관리’ 앱 내려받기

내려받은 HRD-Net 앱 실
행

PC/휴대폰으로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hrd.go.kr)로 
접속해 회원가입(로그인)한 
후에 출결 처리 
-비대면교육방식: QR출결
-집체교육방식 : 비콘출결

<HRD-Net 모바일 앱 이용 절차>

※ 기존에 설치하신 분께서는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최종 업데이트:2020. 11. 13)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출결이 가능합니다. 

1. HRD-Net QR출결 절차
① 위치 정보 활성화

è

② 앱(APP) 실행해 로그인

è

③ 회원가입 및 출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상단의 상태바를 
아래로 드래그하여 ‘위치’ 
기능 활성화하거나, 설정에 
들어가서 ‘위치’에서 위치 
정보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
다.

[아이폰] 
설정에 들어가서 ‘개인정보
보호’란에서 ‘위치 서비스’
에서 위치 정보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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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앱을 실행하신 후, 
아래 부분을 위로 드래그해서 

QR을 눌러주세요.

1.입실/확인 버튼이 활성
화될 때까지 ‘5초’ 걸립
니다. 기다려주세요.

2.입실/확인 버튼을 누르
시면 자동으로 카메라가 
실행됩니다.

3.스마트폰 카메라로 훈련
과정 QR을 스캔! 

11111111 (공통) HRD-Net 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22222222 (비대면-QR) HRD-Net 출결 서비스 이용방법



2. HRD-Net QR출결 시간
 - (교육전) 아래 예시와 같은 QR 파일을 교육 회의실 링크와 함께 교육일 전에 보내드립니다.
 - (교육일) 특정 출결 시간에 문자를 보내드리니, 15분 안에 출석해주셔야만 합니다.

시간시간 QR코드 촬영QR코드 촬영

입실 09:00 ‘입실’ 버튼 누르고 QR 촬영

2교시 10:00~10:15

‘확인’ 
버튼 누르고 QR 촬영

3교시 11:00~11:15

12:00~13:00 or 13:00~14:00
점심시간은 출결X

4교시 13:00~13:15

5교시 14:00~14:15

6교시 15:00~15:15

7교시 16:00~16:15

8교시 17:00~17:15

퇴실 18:00 ‘퇴실’ 버튼 누르고 QR 촬영

1. HRD-Net 비콘출결 절차

33333333 (집체-비콘) HRD-Net 출결 서비스 이용방법

① 블루투스 활성화

상단에 블루투스 표시  확인하시고, 

없으면 블루투스를 활성화해야 출결이 가능합니다.

[아이폰] 스마트폰 하단 부분을 위로 드래그
하여 ‘블루투스’ 기능 활성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상단의 상태바를 아
래로 드래그하여 ‘블루투스’ 기능 활성화

ê



2. HRD-Net 비콘출결 시간
 - 교육 장소에서 시작 시간(09:00), 종료 시간(18:00)에 총 2회 비콘 출결을 해주셔야 수료됩니다.
 

② 앱(APP) 실행해 로그인

앱을 실행하신 후, 
아래 부분을 위로 드래그해서 

중앙에 있는 ‘비콘’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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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ê
③ 출결

1.왼쪽 화면 아래쪽으로 드래그하면 입실 버튼이 보입니다.
2.입실/확인 버튼이 활성화될 때까지 ‘5초’ 걸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입실/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