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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ADY란  무엇인가? 

i-Ready는 학생들을 평가하고 개개 학생에게 특별히 필요한 바에 따라 개별화된 교습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대화형 온라인 
학습 환경입니다.  Fulton County Schools(풀톤 카운티 교육청)은 유치원~8학년 학생을 위해 ‘읽기’ 및 ‘수학’ 과목에서 i-
Ready를 활용합니다. 2020~2021학년 동안, 9~12학년 학생은 i-Ready ‘진단’ 평가를 완료합니다.  

컴퓨터에서  I-READY에  접속하기 

1. 웹 브라우저에서, 풀톤 카운티 교육청 ClassLink 웹사이트를 
찾아가십시오. (구글 크롬을 권장함) 
https://launchpad.classlink.com/fc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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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i-Ready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https://launchpad.classlink.com/f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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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단 로그인하면, Reading(읽기) 또는 Math(수학)을 클릭하여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아이패드에서  I-READY에  접속하기 

유의:  ‘학생’용 i-Ready 앱은 iOS 12 이상 버전(iOS 13 이상 권장됨)과 호환되는 아이패드에서만 작동됩니다. 아이패드 미니, 
스마트폰, 및 안드로이드 기기는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1. ‘학생’을 위한 i-Ready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a. 풀톤 아이패드: 아이패드의 데스크톱에 있는 교육청 카타로그에서 

‘학생’용 i-Ready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b. 개인 기기: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학생’용 i-Ready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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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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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i-Ready 아이콘을 톡 치십시오.  

 
5. 일단 로그인하면, Reading(읽기) 또는 Math(수학)을 클릭하여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최소  시스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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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5일 업데이트됨.  현행 시스템 요건을 살펴보려면, i-Ready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운영 체제 웹 브라우저 아이패드 요건 

• 윈도우 7 SP1 이상 
• 윈도우 10 1803 이상 
• OS X 10.12 이상 
• 구글 크롬 OS 

• 엣지 – 버전 81 이상 
• 사파리 – 버전 12.1 이상 
• 파이어폭스 – 버전 74 이상 
• 크롬 – 버전 81 이상 

최신 OS 업데이트를 갖춘 iOS 13 이상 권장됨.   
 
유의: iOS 12가 설치된 아이패드가 있는 학생은 
‘학생’용 i-Ready 앱을 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권장되지 않고 2020~2021학년 후에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I-Ready란 무엇인가?
	컴퓨터에서 i-Ready에 접속하기
	아이패드에서 i-Ready에 접속하기
	최소 시스템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