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 학습



중요한자원: 

아래각링크에접속하려면자신의키보드에서 서 키를누르고 키보드의왼편하단키를
클릭하고마우스로아래파란색링크를동시에누른다.

• 학부모를위한 Clever 로그인설명
• 학교폐쇄동안가족을위한디지탈안전수칙
• 이중언어/플랙을위한가정에서의활동
• Google Classroom 에대한학부모정보
• 화면(스크린)없는활동들
• 가정에서아동들과할수있는일들

Ctrl



https://www.youtube.com/watch?v=os0jWGfmQzg&feature=youtu.be

크롬북에로그인하는방법을배우기위해 신속히이비디오를본다.



먼저학생구글계정에로그인
해야한다:



구글계정에서사용가능한모든
프로그램을찾기위해아이콘

기호를사용한다.
Google 

Classroom



GOOGLE CLASSROOM 접속



GOOGLE CLASSROOM 에들어가기
위해선 “STUDENT”을선택한다.



CLEVER.GUSD.NET에접속하는방법

•구글브라우저에 clever.gusd.net를입력한다.



학생들은자신의 CLEVER 계정에접속하기위해선
교사에의해 배정된 학생자신의구글이메일
계정및비밀번호를사용해야한다 .



CLEVER에접속을위해학생이메일주소및
비밀번호를입력하고 , 그다음 “NEXT”를클릭한다 .



CLEVER 홈페이지:

앞으로다가올
과제들

본인계정
클래스메뉴

최근클래스

발표/소식 숙제/과제들

사람:교사및
동료들

교사최신사항

안내



ZOOM 접속방법에대한설명 :

순서 #1 : 
구글검색창에
“Zoom”을
입력한다.

순서 #2: 
“Zoom 
Meetings”를
클릭한다



ZOOM 회의에참여하는방법 :

“Join a Meeting”
을클릭한다



ZOOM 회의에참가하기위해선교사가이메일
또는문자로 보내준 ZOOM 초대장에있는회의
ID 및비밀번호를입력한다 .

먼저:  
Meeting 
ID # 를
입력하고
“Join”을
클릭한다



GOOGLE MEET(구글만남)에
로그인하는방법:

먼저: Google Apps.에서 Google Meet 아이콘 을찾는다.

그다음:  Google Meet에참여하기위해선학생의교사가이메일또는문자를통해
초대장을전송할때까지기다린다.

마지막: “Join or start meeting”을클릭하고카메라와마이크를켜고소리를조정한다.



인터넷접속/핫스팟이있는모든
기기에서원격학습을위해응용
프로그램들에접속할수있다.



ZOOM/GOOGLE 모임에대한중요한
정보:
• Zoom 또는 Google meet 에참석하기위해선 Zoom 또는 Google meet 에
접속할수있는웹사이트가있는이메일또는문자를통해초대를받게된다.

• Zoom 모임에접속하기위해선 Meeting ID 및 Password가필요하다.

• 인터넷이연결되어있는지확인한다.

• 마이크와카메라를켜고소리를조정한다.

• 회의를종료하기위해선그냥 “Exit meeting” 을누르거나화면을종료시킨다.



더자세한정보를위해서
GUSD.NET 를방문한다

“Resources” 를클릭한
다음아래로스크롤하고
사용가능한자원들을볼
수있도록 “Remote 
Learning”을선택한다



GUSD.NET에는각학년수준 , 특수교육학생 , 이중
언어 몰입/플랙프로그램학생및 영어학습자들을
위해 가용한많은자원이있다 .  



정보 중심지 :  
교육구 뉴스 , COVID-19에 대한 정보 , 보건 및 건강 , 학습 자원 ,

학생들을 위한 무료 아침 식사 및 점심과 같은 자료들을
RESOURCES 에서 찾을 수 있다.



18세및그이하의학생들을위한
무료아침식사및점심 :

배부센터
목록 (영어)



GUSD.NET에서의보건및건강자원



공중보건부
정신건강위기라인:



학생들을위한무료
온라인언어프로그램:



GUSD 지원라인:
• 아르메니아어지원라인 (818) 241-3111 그리고 1번을누른다.
• 스페인어지원라인 (818) 241-3111 그리고 2번을누른다.
• 한국어지원라인 (818) 241-3111 그리고 3번을누른다.
• 테크놀러지지원핫라인 (818) 478-2664
• 특수교육지원핫라인 (818) 471-4981
내아이의학과학습에대해질문이있는경우,어떻게해야하는가?
• 이메일을통해자녀의교사또는교장과연락하거나학교사무실에전화한다. 현재
학교사무실은문을닫았지만직원은정기적으로전화메시지를확인하고응답한다.
질문에대한답변이없을경우,글렌데일통합교육구교육서비스부서 (818) 241-3111 
내선 1208로연락한다.

건강관련질문이나우려사항에대해누구에게연락하는가?
• www.gusd.net/health 에서 유용한자원및 정보를찾을수있다. 또한글렌데일
통합교육구,보건서비스부서의조정관, Michelle Green씨에게 mgreen@gusd.net 로
이메일하거나 (818) 241-3111 내선 1407로 Mrs. Green에게연락할수있다.



온라인개인지도/숙제도움
BRAINFUSE.COM



퇴거중지및임대료동결에대한정보
GLENDALECA.GOV:



VIVIAN EKCHIAN, 학교교육감의메시지



귀하의지원에감사합니다!
• 글렌데일통합교육구는원격학습수업에출석또는 “참여”를기준으로매주학생들의
출석을점검하고있음을기억하시기바랍니다. 학생들은체크인하고 Google Classroom 
에연결되어야합니다.

• 학생들은 Google Classroom에과제물/숙제를제출해야합니다.
• 크롬북/핫스팟또는원격학습수업을접속하는문제와같은기술적어려움이있을
경우저희는지원라인을갖고있습니다.

• COVID-19 상황으로인해어찌할바를모르거나(압도됨) 누군가와대화해야 할
필요가있을경우, gusd.net 에정신건강자원이있습니다.

• 우리는 GUSD 주변의다양한장소에서 18세및그이하의학생들을위해무료아침식사및
점심을제공합니다.

건강하고안전하게지내십시오!



기억할 점 :
•사회적거리두기실천
•손씻기
•입가리기
•집에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