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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팅회원가입페이지에서 가입 방식을 선택하고 선생님 역할로 가입해주세요.

클래스팅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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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lassting.cc/39K99rF


클래스팅앱설치1

구글 플레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전용 앱을 설치해주세요.

클래스팅앱실행2

클래스팅 앱을 눌러 실행해주세요.

알림허용3

학생, 학부모 알림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림 허용 을 눌러주세요.

클래스팅가입하기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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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클래스팅가입하기 모바일

소셜계정으로가입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의 계정이
있다면 해당 계정으로 가입해주세요.

이메일로가입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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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접속후오른쪽상단로그인클릭1 가입한방식으로로그인2

로그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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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기 모바일

클래스팅앱실행1

클래스팅 앱을 눌러 실행해주세요.

로그인2

가입하신 방식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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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만들기 를클릭하세요1

클래스만들기
클래스팅 로그인 후  클래스만들기 를 클릭하면 클래스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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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class.classting.com/classrooms/new


개설할학교나기관을선택해주세요.2

클래스만들기
클래스팅 로그인 후  클래스만들기 를 클릭하면 클래스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학년정보를반드시입력해주세요.3 클래스에서사용할이름과프로필이미지를
등록한후 가입 을완료해주세요.

4
* 발령받으셨다면 다른 학교 기관 찾기를 통해 검색 후 선택해주세요. *  학년 없음 선택시, AI 평가 탭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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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class.classting.com/classrooms/new


새클래스만들기 를
클릭하세요

1 소속기관을찾아선택하세요.2 학년정보를반드시입력하세요.3

클래스만들기 모바일
클래스팅 앱에서 새 클래스 만들기 를 누르면 클래스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학년 없음 선택시, AI 평가 탭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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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에서사용할이름을
입력하고완료를클릭하세요.

4 학교, 학년정보를등록해주세요.5 클래스가개설되었습니다.6

클래스만들기 모바일
클래스팅 앱에서 새 클래스 만들기 를 누르면 클래스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학년 없음 선택시, AI 평가 탭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11



학생계정생성하기 PC만가능
개설된 클래스에서 왼쪽 위 클래스팅 로고를 눌러 홈으로 이동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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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계정생성하기 PC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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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상단에서소속학교를선택해주세요.1

💡기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요? 소속 기관의 클래스를 개설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계정생성하기 PC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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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신청을진행해주세요. 2

*선생님께서는 증빙 자료 재직증명서, 교사증, 나이스 로그인 화면 등 를 첨부하면 관리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계정생성하기 PC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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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추가 를누르고 일괄계정생성 을클릭해주세요.3



학생계정생성하기 PC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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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엑셀양식에맞추어파일을작성한후등록해주세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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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계정생성하기 PC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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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작성후.xls 엑셀  파일대신.csv 파일로저장해주세요.

계정정보기재시유의사항

1 추후학생에게제공할정보는이메일과
비밀번호입니다. 계정 이메일 은학교
양식에맞추어생성하시면됩니다.

*학교/기관 도메인 예. abc classting.com  
활용을 권장합니다.

2 학생이비밀번호를분실해도선생님께서
수정관리할수있습니다.

3 필수로표시가된항목을입력해야생성이
가능합니다.

4 고유번호는학번관리가필요할경우
입력하는것을추천드립니다.

*엑셀양식작성법



학생계정생성하기 PC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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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계정로그인방법

선생님이학생에게계정정보를
안내합니다.

1 학생이 이메일로로그인 을
누릅니다.

2 계정정보를입력한후
로그인합니다.

3

학생에게계정정보를안내할
때반드시이메일로로그인
한다는점을공지해주세요.
아이디로로그인아님

예  안준호학생
이메일: 1 tehran.com
비밀번호: 12345678!

중요



학생계정생성하기 PC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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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비밀번호를분실했다면비밀번호재설정을통해관리할수있어요.5



구성원초대하기
클래스 좌측 상단 메뉴 중 구성원 초대하기  를 눌러 구성원을 초대하세요. 
초대문구 복사 를 눌러 초대 문구를 공유하거나 SMS로 초대 링크를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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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구성원초대하기 모바일
클래스 좌측 상단 메뉴 중 구성원 초대하기  를 눌러 구성원을 초대하세요. 
초대문구 복사 를 눌러 초대 문구를 공유하거나 SMS로 초대 링크를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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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평가배부하기 PC만가능
문제 배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개별 학생 수준에 맞는 문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다른 학년의 문제도 배부 가능하며, 과목 선택은 한 가지만 가능합니다.

이용순서

클래스좌측메뉴에서
AI 평가 탭선택

과제를배부할① 학년② 과목
③ 단원과핵심개념별문항수

선택

④ n문제배부하기  클릭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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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평가확인하기 학생화면

학생 화면

문제 배부 시 클래스 내 학생들에게 자동으로 푸시 알림이 전송되며, 알림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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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평가배부이력확인하기 PC만가능
AI 평가 화면 상단 배너에서, 가장 최근에 배부한 AI 평가 정보와 완료한 인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배부 이력은 AI 러닝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배너를 클릭하면 리포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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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평가배부이력확인하기 PC만가능
AI 평가  메뉴에서 상단의 AI 리포트 바로가기 를 누르면 AI 러닝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근 배부한 평가부터 최대 20개의 AI 평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별 진행상황과 정·오답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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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평가배부이력확인하기 PC만가능
AI 평가  메뉴에서 상단의 AI 리포트 바로가기 를 누르면 AI 러닝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근 배부한 평가부터 최대 20개의 AI 평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별 진행상황과 정·오답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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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별학습결과확인하기 PC만가능
학생별 진행상황 보기 를 눌러 특정 학생의 진행 상황을 누르면 정·오답 결과와 풀이시간 등 학생의 학습 결과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준 측정은 해당 단원의 학습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측정되며, 학습 이력이

없는 신규 학생은 평균 난이도의 문항으로 출제됩니다.

• 학생이 휴대폰의 환경 설정에서 앱 푸시 알림을 꺼놓은 경우, 푸시 알림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클래스팅 앱 접속  하단 알림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는 대한민국에서만 제공되며, 초∙중∙고등학교 소속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학년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클래스 설정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 AI 평가 배부는 PC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는 해당 메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클래스팅AI 평가참고및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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