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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체자료
생성

이체자료
송신

은행처리

이체자료
수신

0. 스쿨뱅킹 안내.

스쿨뱅킹이란 학부모님과 학교선생님께서 일일히 은행에 찾아가지 않아도 스쿨뱅킹프로그램을
통해 납부금을 학부모의 계좌에서 학교의 모계좌로 일괄 자동입금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스쿨뱅킹 업무처리는 위 그림과 같은 흐름으로 처리가 됩니다.

스쿨뱅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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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납부금 납부시 은행방문하여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시 수수료 발생 및
현금수납을 하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 학생(원아) 현금 납부시 분실 및 현금소지로 인한 위험요소가 없습니다.

학부모님의

편리성

• 현금수납 및 무통장입금시 입금내역 확인 및 입금한 학생정보 확인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 바쁜 업무시간대에 현금수납하러 학부모님, 학생 방문시 업무 불편이 최소화가
됩니다.

• 스쿨뱅킹프로그램을 통해 이체자료 관리가 가능하여 선생님들의 업무 처리시
간을 단축시켜드립니다.

학교의

편리성

• 익숙하지 못한 새로운 시스템 이용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선생님, 학부모님들도
있으시겠지만

• 데이콤에서 제공하는 스쿨뱅킹을 1~3달정도 이용을 하시면 편리함에 만족을
하실 겁니다.

당부의 말씀

0. 스쿨뱅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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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입력 출금동의 대상자관리 수납관리 기타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
자료 백업
사용자환경설정

출금동의
•조회
•등록
•송수신

학생기초자료관리
교사기초자료관리
부분면제자관리

이체자료관리
현금수납처리
환불처리

출력
SMS문자메세지
새학년반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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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인 및 비밀번호 변경 안내

2. 비밀번호 변경을
클릭합니다.

1. 초기 비밀번호는
111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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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인 및 비밀번호 변경 안내

1. 현재 비밀번호
1111 을 입력합니다.

3. 확인 클릭

2. 희망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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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백업 안내

1. 자료 백업 받기를
클릭합니다.

2. 자료백업을 저장할 경로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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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백업 안내

중요
자료 백업시 로컬디스크(C:) 가 아닌 로컬디스크(D:) 와 같은 다른 디스크에 저장해주세요.
저장할 여유 하드디스크가 없다면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보관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2. 확인 클릭

1. 매뉴얼에서는
내문서->스쿨뱅킹백업
에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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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백업 안내

자료를 백업하는 이유는 백업자료가 있다면 언제든 자료를 백업 시점으로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교체, 새학년반편성등 큰 작업시 반드시 백업해주세요.

중요

1. 자료백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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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환경설정->우리학교정보등록 안내

1. 사용자환경을 클릭합니다.
2. 우리학교정보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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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환경설정->우리학교정보등록 안내

1. 학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2. LG데이콤ID는 스쿨뱅킹 신청시

데이콤에서 부여됩니다.

3. 다 입력하셨다면
저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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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환경설정->거래은행 상세 정보 등록 안내

1. 사용자환경 클릭
2. 거래은행 상세정보등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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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환경설정->거래은행 상세 정보 등록 안내

1. 거래은행을 찾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2. 매뉴얼에서는 농협중앙회를
예로 선택합니다.

3. 수정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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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환경설정->거래은행 상세 정보 등록 안내

거래은행 상세 정보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며 이용자께서 임의로 변경하시면 안됩니다.
변경할 내용이 있다면 거래은행과 데이콤 고객센터(02-2089-0202)에 문의하여 주세요.

중요

1. 예(Y) 클릭

14



3. 사용자환경설정->거래은행 상세 정보 등록 안내

1. 별도입력 클릭

15



3. 사용자환경설정->거래은행 상세 정보 등록 안내

고객번호는 은행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르며 고객번호, 기관코드, 펌뱅킹ID등으로 불립니다.
은행에서 부여받은 고객번호를 모르신다면 은행으로 문의해주세요.

중요

2. 대표기관코드란을 마우스로
더블클릭하여 ● 표시를 합니다.

1. 은행에서 부여받은 고객번호
(기관코드)를 입력합니다.

3. 닫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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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환경설정->거래은행 상세 정보 등록 안내

1. 저장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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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환경설정->수납항목 코드 관리 안내

1. 사용자환경 클릭
2. 수납항목 코드 관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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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환경설정->수납항목 코드 관리 안내

1. 입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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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환경설정->수납항목 코드 관리 안내

1. 항목명을 입력합니다. 2. 수납항목의 이체주기를
월, 분기 중 선택하세요.

3.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행 대상
여부를 선택하세요.

4. 저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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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환경설정->수납항목 코드 관리 안내

1.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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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환경설정->수납항목 코드 관리 안내

2. 모두 입력하셨다면
닫기를 클릭합니다.

1. 위 과정을 반복하여 학교에서
수납하는 항목을 모두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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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환경설정->수납항목별 모계좌관리 안내

1. 사용자환경 클릭
2. 수납항목별 모계좌 관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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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환경설정->수납항목별 모계좌 관리 안내

1. 입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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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환경설정->수납항목별 모계좌 관리 안내

은행과 계약되어 등록된 계좌만 입력하세요.
중요

1. 항목명을 선택합니다.

3. 은행과 계약된 학교의
모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4. 학교 모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2. 학교 주거래 은행을
선택합니다.

5. 저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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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환경설정->수납항목별 모계좌 관리 안내

1. 교육비 항목에 대해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 추가 항목이 있다면
입력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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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환경설정->수납항목별 모계좌 관리 안내

1. 모두 다 입력하셨다면
닫기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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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환경설정->분기 시작월 설정 안내

1.  사용자환경 클릭
2. 분기 시작월 설정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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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환경설정->분기 시작월 설정 안내

1.  3월을 입력합니다.

2.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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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환경설정->통신환경설정 안내

1. 사용자환경 클릭
2. 통신환경설정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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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환경설정->통신환경설정 안내

2. 확인 클릭

1. 데이콤에서 부여받은 ID,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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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기초자료 관리 안내

1. 학생 기초자료 관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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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기초자료 관리 안내

1. 입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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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기초자료 관리 안내

1. 자동이체신청한 학생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2. 모두 입력하셨다면
닫기 클릭

학년, 반, 번호, 학생주민번호, 예금주성함, 예금주주민번호, 계좌번호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예금주가 아버님이시면 예금주주민번호는 아버님 주민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예금주가 어머님이시면 예금주주민번호는 어머님 주민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예금주가 학생본인이면 예금주주민번호는 학생주민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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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금동의 등록 안내

1. 대상자관리 클릭
2. 출금동의 등록 및 해지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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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금동의 등록 안내

1. 출금 미동의자
명단 클릭

2. 거래은행을
선택합니다.

3.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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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금동의 등록 안내

1. 출금동의가 안된 7명의
학생명단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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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금동의 등록 안내

1. 모두선택 클릭

2. 등록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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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금동의 등록 안내

2. 예 클릭

학생주민번호(납부자번호), 예금주주민번호가 없는 학생정보는 출금동의 작업에 제외가 됩니다.
출금동의가 안된 학생은 자동이체신청을 하여도 수납업무가 안됩니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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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금동의 등록 안내

1. 출금동의 자료를
은행으로 전송합니다.

출금동의자료 전송은 은행마다 보내는 시간이 다르며 15시 이전에 전송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15시 이후 전송할 경우 데이콤이나 은행으로 문의 후 전송해주세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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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금동의 등록 안내

1. 출금동의 전송 후 학생주민번호,
예금주주민번호가 없는 학생정보는
출금 미동의자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금미동의자에 대한 정보 입력은 학생 기초자료 관리에서 입력을 하시고
대상자관리 -> 출금동의 등록 및 해지신청에서 출금동의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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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금동의 등록 안내

1. 출금동의 자료 전송 후
다음날 결과를 수신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체결과 수신받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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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금동의 등록 안내

1. 은행으로부터 출금동의
결과를 수신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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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금동의 등록 안내

1. 대상자관리 클릭
2. 출금동의 등록 및 해지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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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금동의 등록 안내

1. 출금 동의자 명단 클릭

2. 거래은행을
선택합니다.

3.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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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금동의 등록 안내

1. 출금동의 된 10명의
학생명단이 조회됩니다.

출금동의자 명단에 조회되는 학생에 대해서 학교에서 수납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출금동의 미동의자는 수납업무를 하실 수 없습니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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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체자료 생성 및 관리 안내

1. 학생 기초자료 관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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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체자료 생성 및 관리 안내

1.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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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체자료 생성 및 관리 안내

2. 학교에서 수납하는
항목이 보입니다.

1. 가로 스크롤을 마우스로
우측으로 이동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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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체자료 생성 및 관리 안내

1. 수납대상자는 마우스로
더블클릭하여 ● 체크
합니다.

2. ● 체크가 없는 학생은
이체자료 생성시 제외가
됩니다.

3. ● 체크시 해당 칸은 파란색
표시가 되며 해당 학생정보는
프로그램 상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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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체자료 생성 및 관리 안내

1. 파란색 칸의 학생정보는

2. 2학년 3반 3번
박성* 학생의

3. 현장학습비입니다.

● 체크 된 학생맊 이체자료를 맊들 수 있습니다.
● 체크가 안된 학생은 이체자료를 맊들 수 없습니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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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체자료 생성 및 관리 안내

1. 이체자료 관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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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체자료 생성 및 관리 안내

1. 이체자료 생성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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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체자료 생성 및 관리 안내

1. 신규신청 클릭

2. 급식비 선택

3. 신청년월 입력

54



6. 이체자료 생성 및 관리 안내

1. 이체자료를 만들 범위를
지정합니다. 2. 수납할 급식비 금액을

입력합니다.

3. 추가 클릭

55



6. 이체자료 생성 및 관리 안내

1. 급식비 이체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1. 추가로 현장학습비를
만들어보겠습니다.

2. 추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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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체자료 생성 및 관리 안내

1. 현장학습비 선택

2. 신청년월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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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체자료 생성 및 관리 안내

3. 추가 클릭

1. 이체자료를 만들 범위를
지정합니다. 2. 현장학습비 금액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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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체자료 생성 및 관리 안내

1. 급식비, 현장학습비
이체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2. 자료생성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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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체자료 생성 및 관리 안내

1. 이체 일자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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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체자료 생성 및 관리 안내

1. 은행으로 보낼 이체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2.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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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체자료 생성 및 관리 안내

1. 생성한 이체자료를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닫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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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체자료 생성 및 관리 안내

1. 이체자료를 은행으로
전송하겠습니다.

2. 이체자료 은행으로 송신 클릭

이체일이 당일일 경우 이체자료 송신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체일로부터 1~2일전에 이체자료 송신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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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체자료 생성 및 관리 안내

1. 은행으로 전송할 이체자료를
이체일자별로 선택 합니다.

2.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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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체자료 생성 및 관리 안내

1. 은행에서 부여받은
고객번호 선택 후

2.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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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체자료 생성 및 관리 안내

1. 이체일이 2008년 5월 15일인

2. 급식비, 현장학습비가
조회됩니다.

3. 송신 클릭

은행으로 이체자료 송신전에 반드시 이체일자, 항목, 입금계좌, 이체건수, 신청금액을 확인하세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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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체자료 생성 및 관리 안내

1. 이체자료가 은행으로
송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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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체자료 생성 및 관리 안내

1. 이체자료 전송 후 이체일
다음날 결과를 수신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체결과 수신받기 클릭

이체일이 5월 15일이라면 5월 16일 이체결과를 수신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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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체자료 생성 및 관리 안내

1. 이체결과를 은행으로
수신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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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체자료 생성 및 관리 안내

1. 이체 결과를 확인하셜려면
2. 이체자료 관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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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체자료 생성 및 관리 안내

1. 이체 결과를 확인할
이체일자를 선택합니다. 2.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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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체자료 생성 및 관리 안내

1. 이체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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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체자료 생성 및 관리 안내

1. 미납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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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자메세지 전송.

문자메세지는 이용료가 발생하는 부가서비스입니다.(별도 싞청 필요)
매월 기본료 5,000원에 277건의 문자메세지를 이용 가능하시며 277건 초과시 1건당 18원의 이용요금이
합산되어 청구가 됩니다.

참조

1. 문자메세지 전송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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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자메세지 전송.

1. 문자메세지
발송 대상자 지정

3. 문자메세지
내용 편집창

4. 학부모님이 받는
문자메세지 내용

5. 문자메세지를 받는
대상자 정보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 서식종류를 참석 요청서식을 선택 후 문자메세지를 편집을 하여
1학년 1반 1번 송성*학생의 학부모님에게 문자메세지 발송하는 상황을 재현하였습니다.
문자메세지를 보낼려면 학생기본정보에 학부모님의 휴대폰번호와 수싞허용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참조

6. 문자메세지
전송 버튼

2. 서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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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자메세지 전송.

1. 문자메세지
발송 대상자 지정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 서식종류를 납부 고지 서식을 선택 후 미리 생성핚
이체일 2009년 02월 03일 급식비 30,000원의 이체자료를 불러와 적용하여
1학년 1반 1번 송성*학생의 학부모님에게 문자메세지 발송하는 상황을 재현하였습니다.

참조

3. 납부고지서식은 생성된
이체자료를 불러오기에
내용편집이 불가능합니다.

4. 학부모님이 받는
문자메세지 내용

5. 문자메세지를 받는
대상자 정보

6. 문자메세지
전송 버튼

2. 서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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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력을 클릭하여
다양한 자료를 프린터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8. 프린터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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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프린터출력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 급식비 이체결과 및 이체싞청자 명단을 프린트 출력 샘플 자료입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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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프린터출력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 납입고지서 프린트 출력 샘플 자료입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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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새학년반편성

새학년 반편성전 반드시 자료를 백업해주세요.

참조

1. 새학년 반편성
메뉴 클릭

80



9. 새학년반편성

전출학생은 학생기초자료관리에서 삭제 후 새학년반편성을 해주세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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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새학년반편성

새학년반편성은 매우 중요핚 작업이기에 반드시 동영상 설명서를 보싞 다음 진행해주세요.

참조

8282



9. 새학년반편성

새학년반편성은 매우 중요핚 작업이기에 반드시 동영상 설명서를 보싞 다음 진행해주세요.

참조

1. 시작하기 클릭

2. 다시 보고 싶을 경우
우측 교육 동영상보기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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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새학년반편성

1. 6학년 졸업생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졸업생은 새학년반편성 작업시 삭제가 되며 이체자료기록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자료를 보관핛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새학년반편성 작업전 자료백업 및 프린트로 기록을 남겨주세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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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새학년반편성

1. 진급할 새로운 학년
반 번호를 입력해줍니다.

2. 모두 맞게 입력했다면
편성확정을 클릭합니다.

새학년반편성작업에는 싞입생에 대핚 작업은 없습니다.
싞입생에 대핚 작업은 학생기초자료관리에서 따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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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새학년반편성

1. 모두 입력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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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새학년반편성

학생기초자료관리 메뉴에서 작업이 모두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합니다.
학생기초자료관리 메뉴에서 싞입생에 대핚 정보 입력을 해주세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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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계좌번호 안내
□□□-□□□□-□□□□-□□ (3-4-4-2 체계 13자리)
로 구성되며 마지막 자리의 숫자로 농협중앙회, 농협회원조합 구분이 가능합니다.

농협중앙회
□□□-□□□□-□□□□-□1 농협중앙회 / 은행코드 11 (13자리)
□□□-□□□□-□□□□-□2 농협중앙회 / 은행코드 11 (13자리)

농협회원조합
□□□-□□□□-□□□□-□3 농협회원조합 / 은행코드 12 (13자리)
□□□-□□□□-□□□□-□4 농협회원조합 / 은행코드 12 (13자리)
□□□-□□□□-□□□□-□5 농협회원조합 / 은행코드 12 (13자리)
□□□-□□□□-□□□□-□6 축산협동조합 / 은행코드 12 (13자리)
□□□-□□□□-□□□□-□7 축산협동조합 / 은행코드 12 (13자리)

그외 신계좌번호
□□□-□□□□-□□□□-□8 (평생계좌 : 등록불가)
□□□-□□□□-□□□□-□9 (평생계좌 : 등록불가)

농협중앙회 구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 은행코드 11 (11자리)
□□□□-□□-□□□□□□ 농협중앙회 / 은행코드 11 (12자리)
□□□□□-□□-□□□□□□ 농협중앙회 / 은행코드 11 (13자리)

농협회원조합 구계좌번호 체계
□□□□□□-□□-□□□□□□ 농협중앙회 / 은행코드 12 (14자리)

9. 농협 계좌번호 체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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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안내

• 백은주 : 02-2089-7661 

• 허영조 : 02-2089-7662

• FAX : 02-6919-1040

LG데이콤

스쿨뱅킹가입 및 문의

LG데이콤

스쿨뱅킹고객센터

• http://cms.lgdacom.net/

• 서비스 이용신청서 및 최신버전의 스쿨뱅킹 및

펌뱅킹 프로그램 제공

LG데이콤

스쿨뱅킹홈페이지

• 02-2089-0202 내선 0번

• 운영시간 평일 : 09:00~19:00

토요일 : 09:00~13:00

1,3주 토요일 근무 / 2,4주 토요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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