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방학 동안 가정에서 i-Ready 사용을 위한 준비 

  

 

 

여름방학 동안 귀 자녀를 위한 i-Ready 온라인 교육이 다시 가용합니다. 귀 자녀가 여름방학 동안 i-Ready 

로부터 최대로 배우도록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략한 세부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접속할 수 있는가? 

온라인 수업에 한해서 가용합니다. 여름방학 동안 감독이 없는 환경에서는 어떠한 테스트도 실시되지 

않습니다. 귀 자녀가 테스트를 시작할 옵션이 있는 경우, 테스트 과제를 없애기 위해  Richelle Bailon 

(rbailon@gusd.net 또는 818-241-3111 내선 1273)에게 연락하십시요. 여름방학 동안의 학업 지원을 

위해선 Stepan Mekhitarian (smekhitarian@gusd.net 또는 818-241-3111 내선 1557) 박사에게 연락하십시요.  

 

언제 접속하는가? 

온라인 교육 접속은 2018-2019 학사년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2018 년 8 월 1 일까지 가용합니다. 학생들은 

이 날짜 이후 가을 학기에 학교로 돌아올 때까지 온라인 교육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7 월 말 (정확한 날짜는 추후 통지) i-Ready 는 자체 플렛폼에 중요한 업데이트를 실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업데이트가 전개되는 동안, 학생들은 i-Ready 에 접속할 수 없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주말 시간에 실행될 것입니다. 업데이트를 한 후, 학생들은 더 이상 학습에 대한 변경이나 방해를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사들이나 행정관들은 커다란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술적 요건  

가정에서 사용할 기기들이 i-Ready 사용에 도움이 되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시스템 

운영 점검 (Run system check)을 하고,  보조 기기들의 시스템 요건 (system requirements), 운영 시스템 및 

브라우저들을 살펴보십시요.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선 Richelle Bailon (rbailon@gusd.net 또는 818-241-

3111 x1273)에게 연락하십시요.   

 

접속 방법  

https://login.i-ready.com/로 가서 여러분의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기입하십시요. 사용자 이름은 

주정부에서 발급한 학생의 10 자리수 학번 앞에 “CA-”가 들어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번이 

1234567890 인 경우, 사용자 이름은 CA-1234567890 입니다. 과도기 유치원 (TK)에 있지 않은 유치원 

학생들의 사용자 이름은 “TE-”와 6 자리수의 교육구 학번, 예를 들어 TE-123456 과 같습니다. 패스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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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육구로부터 발급된 6 자리수 학번입니다. 로그인 도움을 위해선 Richelle Bailon (rbailon@gusd.net 

또는 818-241-3111 내선 1273)에게 연락하십시요.  

 

보조 교재물들에 접속할 수 있는 장소는? 

i-Ready 홈 커넥션 페이지로 가십시요: http://i-readycentral.com/home-connections/  

Translated by: GUSD Intercultural Dept                                                                                                                  Assessment & Accountability – Preparing for Summer i-Ready Use 
Korean 5/2018 

mailto:rbailon@gusd.net
http://i-readycentral.com/home-connec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