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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winnett.k12.ga.us의 

GCPS 홈페이지에서 

MYeCLASS 링크를 

찾으십시오. 

 

 
 

 
 

 
 

 

가 이번 학사연도에 귀넷 카운티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이하 GCPS) 학생들은, 

eCLASS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디지털 교과서와 

교육자원, 온라인 리서치 도서관, 미디어 카타로그, 

일반 참고 자료 데이터 베이스 , eBooks, 기타 많은 

구비된 자원에 접속할 수 있는 새로운 학생 

포털(Student Portal)에 로그온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생이, 일단 MYeCLASS 에 들어오면 

여러 개의 패스워드를 넣지 않고도 자료에 접속할 수 

있는, 한 번의 사인-온으로 대부분의 자원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수업이 MYeCLASS로 

연결됨에 따라 학교에서 이에 관한 추가의 정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MYeCLASS는 무엇이며 MYeCLASS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GCPS의 학생 포털을 MYeCLASS라고 부릅니다. 이는 
귀넷 카운티의 모든 교실에서 제공되는 가르침과 배움을 
지원하는 온라인 환경을 말합니다.  포털의 콘텐츠는 
해당 학생에 관한 고유한 것이므로 학생들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학생 포털에는 3개의 주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The eTextbooks: 개별 학생의 수업 스케쥴에 
부합하는 eTextbooks (아직 포털에서 모든 교과서가 
이용 가능하지는 않음.) 

• 추가의 디지털 자원: 학생이 배우는 내용을 지원하는 
웹사이트  링크와 같은 추가의 디지털 자원. 

• 온라인 리서치 도서관 : 일반 참고 자료, eBooks,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자원으로 가득 찬 데이터 
베이스를 포함한 온라인 리서치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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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PS의 MYeCLASS 학생 포털에 관해  
    자주 하시는 질문과 그에 관한 대답  
 

 MYeCLASS 학생 포털 사이트의 도구에 접속하려면 학생이 
신청, 등록, 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요. 학생 포털 사이트는 GCPS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학생이 해당 학교에 등록하고 수강 스케쥴이 
확정되면 학생에 관한 정보와 수강 코스에 관한 내용이 학생의 
정보 시스템에 로딩됩니다.  그러면 해당 학생이 그 다음날 학생 
포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은 학생 포털에 
접속하기 전 새로운 패스워드 설정을 위해 자신의 학생번호를 
사용해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컴퓨터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MYeCLASS로 로그인하기 전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MYeCLASS로 연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 업데이트된 웹 브라우저(web browser) 
• GCPS가 학생에게 부여한 학생 ID (사용자 ID)와 패스워드 

(학생은 새로운 패스워드 설정을 위해 자신의 학생번호를 
사용해 GCPS 컴퓨터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학생이 MYeCLASS 학생 포털에 접속할 수 있나요?  
MYeCLASS 학생 포털 링크는 교육구 메인 
웹페이지인  www.gwinnett.k12.ga.us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MYeCLASS에 접속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자 ID 와 
패스워드를 받을 수 있나요? ? 
자신의 GCPS 학생 번호와 패스워드를 사용해 MYeCLASS에 
로그인합니다.  학년초 또는 등록 후 처음으로 GCPS 컴퓨터에 
로그인할 때 새로운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합니다.  학생이 설정한 
패스워드가 학생 포털 상의 학생의 패스워드가 될 것입니다. 

학생이 자신의 사용자 ID 나 패스워드를 잊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사나 학교의 TST 기술 지원팀 직원에게 패스워드를 다시 
설정하는 방법을 문의해야 합니다. 

언제 학생 포털에 접속할  수 있나요?  어디에서나 학생 포털에 
접속할 수 있나요(집, 학교, 도서관, 기타)? 
등록 학생은  인터넷 접속이 되는 컴퓨터와 자신의 로그인 
정보(사용자 ID와 패스워드)만 있으면 사실상 24시간 내내 언제나 
MYeCLASS에접속이 가능합니다. 

학생이 학생 포털 사이트를 통해 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나요? 
아니요.  교사를 접촉하려면 반드시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MYeCLASS 학생 포털에 접속할 수 있나요? 
MYeCLASS 계정은 개별 학생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해당 학생 
고유의 스케쥴에 관한 것입니다.  학생에게 지정된 학교 로그인과 
패스워드는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 하는데 사용됩니다. 부모님이 

학생 포털 사이트를 보고 싶으시거나 자녀와  과제물을 함께 
하시는 경우 자녀의 로그인 정보를 사용해서 자녀와 함께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학생이 MYeCLASS에 연결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첫째, 인터넷이 되는지 먼저 확인할 것.. 
• 둘째, 정확한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사용하는지 확인할 것. 
• 그래도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학교 근무 시간에 자신의 학교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것. 

학생용 포털을 잘 보기 위해 어떻게 팝업 블로커를 잘 설정할 수 
있을까요? 
팝업 차단 프로그램(Pop-up blockers )은 데이터를 보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팝업 블로커를 끄거나 학생 포털이 항시 팝업 
블로커를 뛰어넘도록 해주는 옵션을 선택함으로 팝업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MYeCLASS 학생 포털을 이용하려면 제 컴퓨터/장치에 플래쉬 
플레이어(Flash Player)가 있어야 하나요? 
예.  학생 포털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플래쉬 
플레이어 버전 9 이상이 필요합니다.  애플(Apple) 장치는 플레쉬 
플레이어를 지원하지 않고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는 학생용 
포털이 되기는 하지만 어떤 콘텐츠는 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에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구 웹사이트와 MYeCLASS 메인 페이지상에 있는 “학생용 
포털에 대해 배우려면”(“Getting to Know the Student Portal” ) 을 
보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상에 있는 내용을 배우시려면 그 
사이트를 방문해서 자신에게 적당한 속도로 검색하십시오.  추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학생이 집에서 학생 포털을 사용하다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들에게 시스템 요구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관한 대답을 제공하는 주 화면(main landing 
page)의 오른쪽 상단에 도움말 아이콘/텝(help icon/tab) 이 있습니다.   
방과후에나 주말에는 학생 포털에 대한 지원이 없으므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점을 적어놓았다가 다음 수업일에 교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MYeCLASS에서 학생의 계정이 잠기게 될 수 있나요? 
5회의 인식 불가능한 정보를 사용한 로그인 시도가 있은 후에는 
보안상의 목적으로 학생의 사용자 아이디는 사용불가능 하게 
됩니다. 일단 잠금 상태가 되면 10분간 기다린 후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학교에 문의하여 계정을 
재설정하십시오.  

학생 포털 사이트가 학생을 로그아웃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학생 포털 사용자가 한 시간 이상 아무 활동이 없으면 포털 연결이 
자동 중단됩니다. 많은 etextbooks은 출판사에 의해 사용자가 30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학사연도 내내 새로운 정보와 자원이  MyeCLASS 학생 포털에 
계속 추가될까요? 

예.  앞으로 eTextbooks, eBooks,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좀 더 
많은 디지털 자원이 추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구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추가의 기능들을 계속해서 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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