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ENT TUTORIAL
ManageBac



• ManageBac is the leading online learning platform for 
IB world schools. ManageBac enables efficient 
curriculum planning, assessment and reporting, while 
eliminating paperwork and enhancing communication 
to parents and students.

• ManageBac是IB世界学校领先的网上学习平台，ManageBac
使得课程计划，评测和反馈更加地有效，在减少纸质用量的同
时也加强了家长和学生之间的交流。

• ManageBac는 IB세계학교 중에 리도한 공부
웹사이트입니다.ManageBac 안에 수업계획,테스트결과하고
피드백이 다 붙어 있으니까 종이도 낭비하지 않고 우리
학부모님하고 학생들이 서로 더 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ManageBac



ManageBac For Parents

• Access to your child’s: 出席率 학교일정계획표
• School calendar 出席记录 출석 상황
• Attendance record 课程 출석기록
• Class messages 信息 클래스
• MYP Timetable MYP课程表 MYP수업시간표
• Progress 学术进程 학술상황
• Report cards 反馈卡 리포트 카드



You will receive an email from ManageBac which will 
allow you to create a parent account.
Here is an overview of how to set up your account.

您将会收到一封来自ManageBac的邮件通知您获得建立家
长账号的权限。

당신은 한 ManageBac 이메일을 받고 나서 부모님
로그인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tting up your parent account



You will receive an email 
that looks like this. Please 
note that the welcome 
email link is only valid for 
24 hours.

您将会收到一封邮件如右图所
示。请注意这封邮件只会在24
小时以内有效。

옆에 그림을 보시다시피,우리
학부모님은 이런 이메일을
받겠습니다.그런데 이
이메일은 24시간이내
확인해야 합니다. 24시간이
넘어가면 이메일은
무효입니다.



• Your email address is 
your login. You will 
need this to sign into 
your ManageBac 
account.

• 您的邮件地址是您的账号。
您需要使用这个邮件地址登
录您的ManageBac页面。

• 당신의 이메일 주소는 로그인
계정입니다,이 게 이용하고
ManageBac 웹사이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Click here to set 
up your password 

• 请点击这里（如右图
所示）设置您的密码。

•옆에 그림을
보시다시피,여기서
클릭하고 비밀번호를
만들어 주십시오.



• Here is where you set up your password:
• 您可以在这个地方设置密码（如下图所示）
• 여기서 비밀번호를 만들어 주세요.

• You must enter a strong password by using four common random words or a 
combination of characters, capitalization and numbers or symbols. The password 
will not save until you see a green box.

• 您可以使用 不同的数字，或者字母，符号混合在一起建立一个强密码，在看到绿色盒子的出
现之前，您设置的密码都不足够安全。

• 학부모님께 비밀번호를 만들 때 강한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녹색을 나오기 전에 이
비밀번호는 안정하지 않습니다.

Must see a green box to 
save password
必须看见绿色方格表示密码安
全。
녹색을 나오면 비밀번호가
안전한다.

Setting your password



• After receiving your welcome e-mail and setting your 
password, you can sign into your ManageBac account 
at our school's ManageBac  address: 
http://cish.ManageBac.cn

• 收到来自ManageBac 的欢迎邮件后，您可以设置您的密码建
立账号并且在我们学校的ManageBac 上登陆。我们学校
ManageBac的地址是：

• http://cish.ManageBac.cn

•우리 부모님은 이메일을 받시고 비밀번호를 만들고 나서 우리
학교 ManageBac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웹사이트
주소는 :http://cish.ManageBac.cn

Signing into your ManageBac account

http://cish.managebac.cn/
http://cish.managebac.cn/
http://cish.managebac.cn/


• Here is our school 
address in the 
welcome email. 
This link will take 
you to the sign-in 
page

• 这是附在欢迎邮件中
的学校地址，这个链
接可以帮助您进入到
主页面。

•옆에 그림을
보시다시피 우리학교
ManageBac 주소는
여기 붙어 있습니다.



Sign-in page: http://cish.ManageBac.cn
This is what the CISH ManageBac sign-in page looks like:
以下的页面显示了合肥加拿大国际学校ManageBac 的登陆页面
밑에 그림은 우리 합비캐나다국제학교ManageBac로그인 웹사이트입니다.

http://cish.managebac.cn/


• It is recommended that you ‘bookmark’ our school 
ManageBac address in your web browser so that you 
can easily login whenever you want. 

• 我们建议您可以在网页浏览器上储存我们学校ManageBac 的
地址，方便您在任何时候登陆。

•의견:당신은 웹 브라우저안에 우리 학교 ManageBac 주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Logging into ManageBac



Here is an overview on how to navigate 
ManageBac

下面给大家介绍怎样使用 ManageBac。

다음에 ManageBac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Navigating ManageBac





Parent name







Use the menu on the left-
hand side of the screen to 
navigate the different 
features of ManageBac.

点击右图所示的菜单可以显示
ManageBac中不同的功能。

옆에 그림을 보시다시피 메뉴반중에
여러가지 기능이 붙어 있습니다.



1. Select your child’s name from the top of the menu.
在菜单的最上方（overview)选择您孩子的名字。
메뉴반 위에 (overview)중에 학생 이름을 선택해 주세요.

• 如果您有一个以上的孩子，您可以点击菜单最上方选择您孩子的名字，一旦您选
择了这个孩子的名字，您将可以看到他的班级最近的活动和学术情况。

• 만약 당신은 2명이나 2명이상 아이는 우리 학교를 다니면 ,메뉴반 위에 아이
이름을 선택하고 다음에 공부상황하고 요즘 하는 활동상황을 다 나오겠습니다.



2. Calendar               日程表 일정표

• 在这个日程表中可以看到您孩子的学术和活动日程。

• 이 일정표안에 학생들의 학술일정하고 활동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Attendance 出勤率 출석상황

• 出勤表格显示的是您的孩子出勤情况.
• 출석표안에 학생들의 출석 자세한 상황을 붙어 있습니다.



4. Messages 信息 메시지

信息页面显示每个班级老师和学生发出的信息。家长可以查看
信息和文件但是不可以在这里发表评论或者发信息。

메뉴반중에 “메시지”를 들어가면 클래스마다 선생님하고 학생은 쓴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우리 학부모님은 보실 수 있는데 논평을 쓰실 수 없습니다.



5. Progress 学术进程 학술 과정

学术进程显示的是你的孩子在校的学习情况，您可以看到过去的学习报告和未
来的学术计划，点击Class下面的内容可以浏览到这个单元教授的内容和任务/
老师留下的成绩。

Progress”를 들어가면 학생의 공부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전에
리포트 카드하고 학술 계획을 보실 수 있습니다.



联系学生的老师
우리선생님께 연락 방법

• When you enter the Progress feature and select one of your 
child’s classes, you will be able to see the email address of your 
child’s teacher. If you would like to contact this teacher regarding 
your child’s progress, or for any other reason, please feel free to 
contact them directly at the email address given.

• 当您进入“Progress”功能时您可以选择您的孩子的班级，您可以看到老
师的邮件地址，如果您希望联系这位老师讨论关于您孩子的情况，或者其
他原因，请通过这个邮件地址直接和他们联系。

• “Progress”들어가면 학생의 학년을 선택하면 선생님의 이메일 주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 교류하고 싶으면 ,이 이메일을 통해
연락해 주세요.

Contacting your child’s teacher



5. Progress 学术进程 학술 발전 상황

• In the Progress feature you can find information about your 
child’s achievement levels for assignments, projects and tests. 
You can also view teacher feedback. Once your child’s teacher 
posts marks and/or comments, an automatic email can be sent 
to both the student and parent to notify them to go on 
ManageBac and view the results.

• 在“Progress”这项功能里您可以看到您孩子的作业，课题，考试获得水
平的相关信息，并且您可以看到老师的反馈。如果老师批示了分数或者评
语，邮件将会自动发送通知家长和学生，这时将可以进入ManageBac 查
看结果。

• “Progress” 기능 중에 학생의 숙제,프로젝트,시험 결과에 관한 정보를
다 붙어 있습니다.그리고 선생님의 피드백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점수를 매기거나 평어를 쓰면 이메일을 자동으로
학부모님하고 학생들을 보냅니다,그때 ManageBac를 들어가서 결과를
보셔도 됩니다.



6. Timetables
时间表
시간표

• 如果您点击时间表，您可以看到您孩子的课程时间，您可以点击下载PDF格式。

• 시간표를 들어가면 학생들 수업 시간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PDF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7. Portfolio 公文包 서류 가방

• 点击Portfolio,您可以看到您的孩子提交的作业。

• Portfolio”를 누르면,학생들은 제출하는 숙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8. Reports 报告 리포트

• 点击Reports您可以看到在本学年中您孩子的成绩报告。

• ”Reports”를 들어가면 이번 학년에서 학생의 리포트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8. Reports 报告 리포트

• Upcoming report cards will now be distributed and 
made available to view and download for students 
and parents through ManageBac. Students and 
parents will be notified by email when a new report 
card is ready to be downloaded.

• 接下来的report card可以通过ManageBac进行查看同时可以
进行下载。新的report card可以进行下载的时候我们将会通
知学生和家长。

•리포트 카드는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학보모님하고 학생들을 통지하겠습니다.



接收来自ManageBac的欢迎邮件

ManageBac 환영한 이메일을 받아 주십시오.

•Any parents who have not set up an account 
yet will receive a welcome email from 
ManageBac inviting them to set up their own 
personal account. 

Receiving your ManageBac welcome 
email



Conclusion
Students are now using ManageBac to view grades and teacher feedback

学生们现在使用ManageBac查看成绩和老师的反馈

학생들은 지금 ManageBac를 이용해서 점수하고 선생님의 피드백을 보는 것입니다.

ManageBac website to learn more and view other tutorials:

ManageBac 网站可以学习更多和查看其它教程：

ManageBac웹사이트에서 더 공부하고 다른 지도 교본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help.ManageBac.com/support?manual_id=3621

My email: tilly.erguder@cishefei.com

http://help.managebac.com/support?manual_id=3621
mailto:tilly.erguder@cishef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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