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GENUITY 학생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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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NUITY란 무엇인가?
Edgenuity는 6학년~12학년 학생용 온라인 및 혼합 학습 솔루션의 선도적 공급업체입니다. Edgenuity의 표준-부합형 온라인
교과 과정은 온라인 또는 혼합된 구성방식으로 학생의 학습 콘텐트를 지원하는 학습 도구를 특징으로 합니다.

컴퓨터에서 EDGENUITY에 접속하기
1.
2.

웹 브라우저에서, 풀톤 카운티 교육청 ClassLink
웹사이트(https://launchpad.classlink.com/fcs)로 찾아가십시오.
FCS(풀톤 카운티 교육청)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Sign
In(로그인)을 클릭하십시오.
a. 사용자명: 풀톤 교육청 학생 ID#
b. 비밀번호: 기본 비밀번호는 아무 특수 문자도 없는
생년월일(월월일일년년년년)입니다.
c. 유의: 학생은 자신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풀톤 카운티 교육청 IT 서비스 데스크에
연락하여 비밀번호 재설정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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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dgenuity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4.

학생 자신에게 배정된 교과 과정들이 있는 경우, 그 과정들은 프로그램에 로그인한 후 화면에 나타납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EDGENUITY에 접속하기
1.

2.

ClassLink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a. 풀톤 아이패드: 아이패드의 데스크톱에 있는 교육청
카타로그에서 ClassLink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b. 개인 기기: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ClassLink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ClassLink 앱에 로그인하십시오.
a. 이번이 ClassLink 앱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학교 또는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Fulton County Schools(풀톤 카운티 교육청)을
검색하십시오.
b. 사용자명: 풀톤 교육청 학생 ID#
c. 비밀번호: 기본 비밀번호는 아무 특수 문자도 없는
생년월일(월월일일년년년년)입니다.
d. 유의: 학생은 자신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풀톤 카운티
교육청 IT 서비스 데스크에 연락하여 비밀번호
재설정을 요청하십시오.

3.

Edgenuity 아이콘을 톡 치십시오.

4.

학생 자신에게 배정된 교과 과정들이 있는 경우, 그 과정들은 프로그램에 로그인한 후 화면에 나타납니다.

EDGENUITY 문제해결에 유용한 조언
저는 다음 수업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있을 수 있는 문제: 최근의 약식 시험 활동
당신은 최근에 약식 시험에 응했습니까?
•

당신이 Edgenuity에서 약식 시험에 응하고 70% 이상의 점수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약식 시험에 재응시해야
합니다.

•
•

두 번째 시험에서도 70% 이상 점수를 받지 못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더 진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이 추가 교습을 받으려면 담당 교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있을 수 있는 문제: 플래시 미디어 문제
•

Edgenuity에는 플래시가 필요한 몇몇 객체들이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플래시를 작동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아래 자원들을 살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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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롬
사파리

저는 저의 단원 시험을 잠금 해제해야 합니다.
•

당신은 담당 교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

담당 교사는 당신이 제출한 작품을 검토하고 당신의 단원 시험을 잠금 해제하기에 적절한 시간인지의 여부를
판정합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또는 그 페이지를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
•

이 학생 안내서에 제공된 설명에 따라, ClassLink를 통해 Edgenuity에
로그인하십시오.
일단 당신이 Edgenuity를 시작하면, 당신은 상단 우측 코너에서
“안녕하세요, 학생 이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클릭하시면,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납니다. 당신을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Help
Center(도움 센터)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추가 자원
•

학생 안내서

•

기술 안내서

최소 시스템 요건
2020년 6월 5일 업데이트됨. 현행 기술적 요건을 살펴보려면 Edgenuity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운영 체제
•
•
•
•
•

안드로이드 5.0
이상
애플 iOS 10.3
이상
Mac OS X 10.9
이상
크롬 OS 57 이상
윈도우 7, 8, 10

웹 브라우저
• 크롬
• 파이어폭스
• 엣지
• 사파리
유의: Edgenuity
제품은 최신 지원
브라우저 버전에서
테스트를 받음

프로세서

네트워크 연결

• 프로세서: 2.33 GHz
AMD -또는- Intel
1.33 GHz
• 메모리: 1 GB 램
이상

• 데스크톱으로
전환된 LAN
100/1000
• 동시 사용자마다
384 kbps의 인터넷
접속
• 54 mbps 접속점들
또는 더 좋은
접속점들이 구비된
와이파이

소리
• OS 지원 사운드 카드
• 마이크
• 스피커 또는 헤드폰

기기 특정 요건
스마트폰 및 스마트 워치 기기는 Edgenuity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운영 체제/브라우저
애플 아이패드

•
•

애플 iOS 10.3 이상
사파리

크롬북

•
•

크롬 OS 57 이상
구글 크롬 브라우저

•
•
•
•
•
•

본보기 기기
아이패드 (4세대 이상)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프로
Acer 크롬북 15 C910
Dell 크롬북 11
크롬북 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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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
•

안드로이드: 5.0 이상 (롤리팝
이상)
구글 크롬 브라우저

•
•
•

구글 픽셀 C
삼성 갤럭시 탭 3
Dell Venue 1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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