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학교 계정
개요
NYC 학교 계정(NYCSA)은 여러분께서 자녀의 학업 및 신상 정보를 어떤 컴퓨터, 전화 또는 태블릿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웹-기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영어 이외의 아홉 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계정에서, 자녀분의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석
성적
평가(시험 점수)
보건 정보(피트니그램)
일정
보호자
등록 기록
프로모션 트래커(Promotion Tracker)
졸업 트래커(Graduation Tracker)
읽기 레벨
통학 교통편

어떻게 NYC 학교 계정을 만들 수 있나요?
NYC 학교 계정을 만드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임시 패스워드를 받으시거나 자녀분을
통해 가정으로 보내드린 통지문에 적힌 계정 생성 코드(Account Creation Code)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1.

자녀의 학교에 약속을 잡으십시오.

2.

유효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예, 여권, 자동차 면허증, IDNYC), 이메일 주소 및 성적표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자녀분의
9 자리 학생 아이디 번호를 제공.

3.

학교에서 계정을 만들면 임시 패스워드가 적힌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

4.

http://mystudent.nyc 로 가서 이메일 주소와 임시 패스워드를 입력하십시오. 계정의 패스워드를 새로 만들고 보안 문제를
설정하고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도록 안내될 것입니다.

온라인
자녀분을 통해 가정으로 보내드린 통지문에 적힌 계정 생성 코드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학교에 통지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코드 및 자녀의 9 자리 학생 아이디 번호를 이용해 NYC 학교 계정을 생성하거나 이미 생성한 계정에 학생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1.

http://mystudent.nyc 를 방문하여 로그인 페이지의 "계정 생성" 링크를 선택하십시오.

2.

자녀의 9 자리 학생 아이디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자녀의 성적표에 학생 아이디 번호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아이디 번호를 모르시면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3.

고유 계정 생성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4.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새로운 패스워드를 만드십시오.

5.

"계정 생성"을 선택한 후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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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음 로그인하면, 세 개의 보안 질문 및 답변을 설정하고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분의 정보 검색 공유
지금 여러분께서는 자녀분의 학교 기록과 관련된 어른들이 자신만의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친척,
베이비시터, 이웃 또는 개인 교사나 다른 장소에 사는 부모나 자녀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 지시는 어떤 개인을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의 일부가 학교들이 개별적으로 보관하는 정보임으로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를 세심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들과 얼마나 많거나 또는 얼마나 적은 정보를 공유하실 것인지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계정에 접속하신 후, 사용자 액세스 관리(Manage User Access) 페이지로 가십시오. 여기서 여러분은 자녀분의 정보를 공유할
사람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계정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자녀의 학생 아이디 번호를 제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번호 없이는, 계정 공유 절차를 완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정보를 제가 검색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기록과 관련해, 각각의 성인은 보호자, 비-보호자 또는 추가적인 사용자의 역할이 배정될 것입니다. 이들 역할은 얼마나 많은
자녀의 정보를 해당 개인이 검색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호자인 사용자로서, 귀하는 자녀분의 NYC 학교 계정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자녀분의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기타 성인을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비-보호자인 사용자로서, 자녀분의 NYC 학교 계정의 대부분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용자로서, 어떤 아동의 보호자인 학부모가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NYC 학교 계정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계정 이용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경우 학교에 문의하시거나 311 로 전화하십시오. NYC 학교 계정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support/nyc-schools-account-(nycsa).

제가 NYC 학교 계정의 학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하나요?
귀하는 보호자인 학부모가 반드시 공유하여야 하는 계정 생성 코드 및 학생의 9 자리 학생 아이디 번호 모두가 필요합니다. 귀하는 NYC
학교 계정을 생성하거나 귀하의 기존의 NYC 학교 계정에 학생을 추가하기 위해 이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귀하가 학생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학생의 보호자인 학부모가 귀하에게 부여한 접근 레벨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이나
학생의 NYC 학교 계정에 대한 접근에 관한 어떤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는 학생의 보호자인 학부모와 대화를 나누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학생의 NYC 학교 계정 정보의 전체 접근이 가능했었지만 지금 저는 더 적은 정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NYC 학교 계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학생의 정보가 바뀌었다면, 이것은 학생의 보호자인 부모가 관련 부분을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Please email Ms. Maritza at MGillespie6@schools.nyc.gov for help with this. Siblings do not
automatically upload, please let us know if you need help, our number is 718-423-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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