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서 대여한 아이패드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래 안내해 드리는 지침을 따라 주셔야 자녀분이 학교에 돌아가 아이폰을 사용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개학 첫 날이 몇 주 앞으로 다가 왔으며 모든 학생들이 한 주에 최소 며칠은 원격으로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분은 이번 가을에 수업을 받기 위해 아이패드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타 업데이트를 실시할 때 여러분 및 사용하시는 아이패드로 목요일에 메시지를
보낼 것이며 학교에 이런 업데이트에 관해 알릴 것입니다.
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패드 키기 - 몇 몇 아이패드들은 여름 방학 내내 켜진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께서 아이패드를 충전하고 전원을 켜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플레인 모드(Airplane Mode)를 껐다 켰다 하여 인터넷 연결을 재설정해 주십시오.
1. 설정(Settings)으로 가십시오.
2. 에어플레인 모드 버튼을 찾으십시오.
3. 에어플레인 모드를 십 초 정도 켜주십시오(버튼이 초록색이 됨)
4. 에어플레인 모드를 끄고 아이패드가 인터넷에 연결될때까지 기다리십시오.
5. 스크린 상단에 연결 아이콘이 보일 것입니다.
6. Schools.nyc.gov 를 방문하여 귀하의 아이패드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든 교육청 대여 아이패드는 인터넷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녀분이 교육청의 모든 보안 요건을 갖추고 자녀분을 보호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 Zscaler 에 로그인하십시오. 자녀분의
@nycstudents.net 계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 되셨다면 다음 지시 사항을
따라 주십시오:
1.
메인 화면에서 Zscaler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될 것입니다.
2.
자녀분의 @nycstudents 계정(로그인하는데 @nycstudents 없이 학생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만 이용)을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3.
“허용(allow)” 버튼을 클릭하시고 Zscaler 라 스크린에 보일 때까지 연결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 분 정도 기다려 주십시오.
4.
안전하게 연결 된 후, 앱을 닫아 주십시오.
5.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평상시처럼 아이패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 학습 앱(Learn at Home App)에 로그인하기 개학 첫 날을 준비하시고 학습과 지원이
여러분의 자녀(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도!)를 위해 원활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패드에
알림을 허용해 주십시오:
1.
아이패드의 메인 화면에서 가정 학습 앱을 찾아 보십시오.
2.
자녀분의 @nycstudents.net 계정을 이용하여 Zscaler 앱 로그인과 동일한
방법으로(로그인하는데 @nycstudents 없이 학생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만 이용)로그인 하십시오.
3.
가정 학습 앱으로부터 자녀분은 TeachHub, 구글 클래스룸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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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자녀분의 아이폰은 원격 학습을 위해 다른 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핫스팟입니다. 이용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설정으로 가십시오
 개인용 핫스팟을 찾아 로그린 스크린으로 이동하기 위해 클릭
 다른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선택
 원격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가정 내 다른 사람들의 기기를 이 연결에 추가할 수 있음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지만, 아이패드 사용처럼 이 핫스팟 연결도 원격 학습 활동을 하는데 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어떤 허용되지 않은 사용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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