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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윙스 앱 기능 목록

A. 학부모용 어플리케이션 개선 항목

1) 푸시알림기능제공
메시지, 갤러리등록시학부모님계정의어플리케이션에서푸시알림전송

2) 포트폴리오다운로드기능제공
자녀의활동결과물인포트폴리오를핸드폰에다운로드및공유가가능하도록서비스제공

3) 메시지전송기능
선생님이등록한메시지에답글형태로메시지전송기능이추가됨
클래스별로사용여부를선택할수있음. 

4) 교육정보게시판제공
홈페이지에서제공하고있는정보게시판을추가

5) 서비스바로가기제공
학부모님이자주사용하는 QR 코드리더기, AR  앱이동, 홈페이지바로가기기능제공



2. 18 Wings App 개선 _ 학부모 아이디 로그인

A. 학부모님 계정 정보

Q1.> ID 란?

A> 관리자 페이지에 등록된 원아정보 중 학생 ID라고 되어 있는 영역이 있습
니다. 각 원아에 배당된 1개의 아이디를 학부모님께 전달 주시면 됩니다. 

Q1.> 회원가입 진행?
18년도 부터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가 없어지게 됩니다. 위에 말씀 드린 ID
를 통하여 로그인 하신 후 계속 사용하시게 됩니다. 다만, 학생 ID 로 로그인
하는 방식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새로운 반이 setting 된 후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본사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 등록하고자 하는 원아의 학생 ID를 입력 합니다.

본사 문의 담당: 서비스과 김은서 CP (02-6970-5720)



3. 18 Wings App 개선 내용 _ 학부모님

학생 ID 인증하기 사이드 메뉴 확장

개선 사항

기존
가입 시 입력 항목

-> 기관/반/아이이름

개선
학생 ID(기관/반/이름정보포함)
입력으로 간소화

개선 사항

기존 푸시 알림 없음

개선 상단영역에서 푸쉬 알림리스트 및 바로가기 지원

푸쉬 알림 추가

개선 사항

기존
제한된 사이드 메뉴

(아이정보/도장 수/부모정보/1:1 
문의) 

개선

1. 등록된 자녀 전체 보기
2. 공지사항 추가
3. 서비스 바로가기 추가
(QR 코드리더기/챌린지 AR앱 구
동/홈페이지 연결)



3. 18 Wings App 개선 _ 학부모님

사이드> 공지 및 설정 메뉴

개선 사항

기존 기존 메뉴 없음

개선
1. 알림 설정 기능 (on/off) 
2. 공지사항/FAQ
3. 문의하기 (메일/카카오톡) 

개선 사항

기존 기존 메뉴 없음

개선 웹과 연동된 공지 사항 및 FAQ 메뉴 제공

공지/FAQ 게시판 증설

개선 사항

기존 기존 메뉴 없음

개선
개인별 문의기능 추가
=> 메일 문의/ 카카오톡 문의

FAQ 내용이 없을 때



3. 18 Wings App 개선 _ 학부모님

개선 사항

기존 스트리밍으로 보기/재생만 가능

개선
1. 파일 다운로드 기능 제공
2. 공유 하기 기능 제공

포트폴리오 메뉴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