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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LASS에 관한 안내... 

eCLASS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 

학생용 정보 

학부모님용 정보 

학부모 포털       

가족들이 자녀의 학교기록에서부터 교육자원까지, 자녀 교육에 

관해 숙지해야 하는 정보를 한 곳에서, 간편한 접속을 통해 

모두 보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 포털을 

통해 부모님께서는 다음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학교 휴일과 행사및 과제물 제출 기한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수업 스케줄을 통해 코스(과목)명, 교사 성함, 교실 

등도 파악할 수 있음. 

● 성적과 과제물 점수를 볼 수 있고 미 제출 과제물을 알 수 있음. 

● 모든 학년에서의 최종 성적을 볼 수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 

읽기 쉬운 그래픽을 사용해 졸업 대비 학점 취득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  학교 행사에 관해, 출석, 훈육 상황 발생시, 학생의 학업 수행이 

특정 성적보다 낮을 때 이메일 통지를 받도록 선택하실 수 있음. 

● 비상 연락처, 학부모/보호자 전화번호, 의료 정보를 포함한 

학생에 관한 정보를 쉽게 업데이트 하실 수 있음. 

● 출석및 징계 기록, 양호실 방문, 성적 증명서, 졸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 스페인어,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프랑스어 번역 이용을 

통한 언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음.  

 

학부모 포탈 계정을 오픈하시려면 교직원이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녀 학교에 구비된 학부모 포털 등록 서식을 

작성하신 후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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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eCLASS 

MYeCLASS 학생 포털은 학생들에게 다음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 MYeCLASS 코스 페이지는 과제물에 대한 정보, 토론의 장소, 

그리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타 자원들을 제공하는 

온라인을 통한 수업의 연장입니다. 코스 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교사들과 직접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 디지털 텍스트 북은 학생 개개인의 수강 스케쥴상 수강 과목 

교과서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교과서가 포털에 나와 

있지는 않음.)  

● 미디어 카다로그에는 10권의 최우수도서, 자원 목록, 새로 

들어온 책들을 포함한 각 학교와 관련된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 온라인 리서치 도서관에는 일반 참고 자료, e북, 그리고 학교 

등급(초, 중, 고등학교)에 따라 정리된 학습자료로 가득 찬 

데이터 베이스가 포함됩니다. 

● 추가 디지털 자원은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웹사이트 링크(예: Classworks, GSuite for Education,  

SAFARI)와 같은 것들을 말 합니다. 

● 학생의 현 시간표에 따른 학과 성적과 과제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제출 여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MYeCLASS 내의 정보들은 한번의 

접속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GCPS)의 

학생 번호와 자신이 학년 초 만든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MYeCLASS에 로그인 합니다. (패스워드가 없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은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개인 기기 사용(Bring Your Own Device, BYOD) 
eCLASS 실행을 통해 모든 귀넷 학교들은 해당 지역 학교의 BYOD 

실행 지원을 위한 무선 인터넷 업그레이드를 제공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기기들 (휴대전화, 테블렛, 

랩탑, eReaders, 기타)을 교실에 가져옴으로써 

학습 활동들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GCPS는 

학생들에게 교육구의 BYOD 방침을 

활용하도록 권장하지만 꼭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교사에게 교실 내 개인 기기 사용에 대해 문의하거나 

GCPS의 BYOD 방침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교육구 웹사이트를 

검색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