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C 학교 계정(Schools Account)
자주 묻는 질문 (FAQ)
제안
NYC 학교 계정은
학부모와 교육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스크린 하단
오른쪽 제안 링크를
이용하여 NYC 학교
계정에 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어떻게 NYC 학교 계정을 만들 수
있나요?
컴퓨터 또는 모든 인터넷 연결
기기에서 웹사이트
http://mystudent.nyc 를 방문하여
계정 생성을 클릭하시면 NYC 학교
계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각
자녀가 재학 중인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가정으로 보내드리는
통신문에 계정 생성에 필요한 고유
계정 생성 코드가 담겨 있습니다.
추가 안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통신문을 받지 못하신 분은 자녀의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계정을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방문하여 계정을
만드시려면 사진이 부착된 신분등,
사용 가능한 이메일 주소, 9 자리 학생
ID 번호를 준비하십시오.
2. 누가 제 자녀를 위해 NYC 학교 계정을
만들 수 있나요?

NYC 학교 계정에
재학중인 자녀분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학교로 연락하십시오.

직접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자녀의
학교를 방문하여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자녀의 학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온라인 계정 생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계정 생성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 학교로 연락하십시오.
3. 언제 계정 생성 코드를 사용하나요?

로그인
http://mystudent.nyc

계정 생성 코드는 처음 온라인으로
계정을 만들거나 가지고 계신 계정에
다른 자녀를 추가할 때만 사용됩니다.
이미 직접 방문을 통해 계정을 만드신
분은 (뉴욕시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자녀 포함) 계정 생성 코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계정 생성 코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의 학교에서 학생 고유의 계정
생성 코드가 담긴 NYC 학교 계정
생성 코드 안내문을 보내드려야
합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한 명 이상이라면 각 자녀
별로 코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은 자녀의
학교에 연락하시거나 약속을 잡아
직접 방문하여 계정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5. 한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NYC 학교
계정을 만들 수 있나요?
예, 뉴욕시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한 명 이상인 경우 한번의
온라인 등록을 통해 모든 자녀를
관리하는 계정을 만들고 각 자녀의
고유 계정 생성 코드를 이용해
학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각 자녀
별로 계정 생성 코드가 담긴
안내문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미
만든 계정에서 내 계정 관리
페이지에 들어가 각 자녀의 9 자리 ID
번호 및 고유 계정 생성 코드를
입력하여 자녀를 추가하십시오.
6. 각 자녀마다 별도의 계정이
필요한가요?
아니오, 하나의 NYC 학교 계정에서
모든 자녀를 볼 수 있습니다. 계정을
생성하신 후 내 계정 관리
페이지에서 다른 자녀의 학생 ID 및
계정 생성 코드를 입력하여 자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7. 누가 NYC 학교 계정과 관련해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계정 이용 중 질문이 있으신 경우
자녀의 학교에 문의하시거나 311 로
전화하세요. 학교가 적절한 담당자와
연결해 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schools.nyc.gov/nycschools

T&I-24532 (Korean)

NYC 학교 계정(Schools Account)
자주 묻는 질문 (FAQ)
8. 제 아이에 관한 정보를 영어가 아닌 언어로 검토할 수
있습니까?
예, NYC 학교 계정 홈페이지는 아랍어, 벵골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아이티 크레올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우르두어 등 10 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9. 패스워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로그인할 수
있나요?
NYC 학교 계정을 만드신 후 패스워드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 로그인 페이지에서 패스워드 재설정 링크를
이용하십시오. 문제가 계속되면 학교에 연락하십시오.
10. 얼마나 자주 NYC 학교 계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NYC 학교 계정은 학년도 중 자녀의 학업 진척을
확인하고 학부모-교사 컨퍼런스 및 기타 학교 회의
일정을 알아볼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11. NYC 학교 계정에 자녀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NYC 학교 계정에 재학중인 자녀분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학교로 연락하십시오.
12. 자녀가 본인의 정보를 NYC 학교 계정에서 열람할 수
있나요?
NYC 학교 계정은 자녀의 학교 진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자녀와 함께 NYC 학교
계정을 열람하고 진척에 대해 대화해 보시기를
장려합니다.
13.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나요?
예, 각 학교는 NYC 학교 계정에 나오는 성적 이외의
추가 정보를 포함하는 성적표를 배포합니다. 귀하의
NYC 학교 계정은 공식 성적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14. 저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어떻게 NYC 학교 계정을
이용할 수 있나요?

15. 자녀의 데이터를 열람하는데 왜 이메일 확인이
필요한가요?
모든 NYC 학교 계정 사용자는 제공한 이메일 주소가
사용 가능한 이메일 계정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이메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16. 어떻게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나요?
2016 년 5 월 10 일 이전에 NYC 학교 계정을
생성하셨다면 로그인 한 후 계정 확인을 위한
이메일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 이메일을
확인하시거나 2016 년 9 월 30 일 이전에 언제든
확인하시면 됩니다.
2016 년 5 월 10 일 이후에 계정을 생성하신 경우
시스템에 들어가기 전 이메일 확인을 물어볼 것입니다.
초기 확인이 끝나면 NYC 학교 계정 이메일 주소를
바꿀 때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메일은 새로운
주소로 자동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확인 이메일은 발송 후 24 시간이 지나면 취소됩니다.
17. 이미 NYC 학교 계정을 가지고 있고 2016 년 9 월
30 일까지 NYC 학교 계정의 이메일을 확인하도록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016 년 9 월 30 일까지 이메일 계정을 확인하지
않으시면 귀하의 NYC 학교 계정에서 자녀의 정보를
열람하실 수 없게 됩니다. 질문이나 우려사항은
자녀분의 학교로 문의하십시오.
18. NYC 학교 계정에서 자녀의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나요?
예, NYC 학교 계정에 저장된 정보는 128‐bit SSL
인크립션으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자녀의 정보는
가족의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 (FERPA)에 의해
보호됩니다. FERPA 관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2.ed.gov/policy/gen/guid/fpco/ferpa.

NYC 학교 계정은 컴퓨터, 전화기, 태블릿 등 인터넷이
사용한 모든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공 도서관을 방문하시면 무료로 컴퓨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mystudent.nyc 에서 NYC 학교 계정에 로그인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