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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및 보호자께,
애나하임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는 이제부터 교사,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에게 교육용 Google Apps를 제공하게 됨을
자랑스럽게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상호 공동 작업과 온라인상의 파일 저장소(Google Drive), 그리고 의사 소통
수단(Gmail)을 위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수업을 돕게 될 것입니다. 2014년 5월 1일부터, 부모님들이 자신의 학생의
Google 계정 사용 참여를 원지 않는 한, 모든 학생들에게 학생 Google 계정(Student Google Account)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학교들이 수업시간에 하는 학습 및 의사소통을 위해 Google Apps의 사용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은 교육구에 의해 보완이 유지는 Google 계정을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학교가 이 계정들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나요?
교육구의 직원들은 다음 몇 주간 동안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 일할 것입니다. 학교들은 2014년 5월 1일자로 이
계정들에 접속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함에 따라 부모님들과 의사를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학교로부터 보다 자세한 안내가 있을 때를 기다립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은 Google Apps for Education here
(https://sites.google.com/a/auhsd.us/auhsdgoogleresourcesite/home) 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서비스의 가치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애나하임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의 Google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다음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이 서비스 참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학생이 AUHSD가 지정한 Google 계정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다음 양식을 작성하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Google Apps Participation Authorization

(https://docs.google.com/a/sadasystems.com/forms/d/1rqNjJgfLefXoVOcnUFwq5L4Ngy5OXRyAU4zoxNGxjB
Q/viewform).
부모/보호자들을 위한 자주 문의되는 질문들과 대답들
Q: AUHSD의 Google 계정은 Gmail 계정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오직 교육적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Google 서비스만 저희 AUHSD Google 도메인에 제공됩니다. 일반 Google
계정들의 도구들 중 일부는 AUHSD Google 도메인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AUHSD Google 계정에
접속하는 것은 일반 Google 계정(Gmail)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른 창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Q: 내가 나의 자녀의 AUHSD Google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까?
A: 안됩니다. 그들의 계정은 저희 도메인 안에서만 메일을 주고 받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Q: 학부모들도 AUHSD Google 계정을 받을 수 있는가?
A: 현 시점에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https://accounts.google.com/SignUp에서 개인 Google 계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Q: 내가 나의 자녀의 Google 문서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A: 예. 여러분의 자녀는 “Share (공유)” 옵션아래서 여러분과 문서들을 공유해야 하거나, 또는 같은 “Share (공유)”
옵션에 있는 “anyone with a link (모두와의 공유 링크)”를 통해 그 문서들을 열람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Q: 만일 나의 자녀가 자기의 Google 계정을 오용한다면 거기에 발생하는 벌이 있습니까?
A: 예. 여러분의 자녀의 학생 Google 계정은 하나의 특전이며 이것을 오용할 경우, 이 계정 사용이 철회될 것입니다.
Q: 나는 현재 Google 대화방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왜 나의 자녀는 이것을 사용할 수 없나요?
A: 저희들이 교육구 전체적으로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재 Google
대화방은 사용을 중지하였습니다.
Q: 나의 자녀가 학교 외에서도 자신의 AUHSD Google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예,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지원이 되는 사양의 Windows 창, Mac, 또는 Chrom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나의 자녀가 자기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자신의 AUHSD Google 계정에 접속할 수 있습니까?
A: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교육구가 문서나 사양 지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Q: 나는 집에 인터넷이 없습니다. 나의 자녀에게 가능한 자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AUHSD Google 도메인은 오직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집에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있지 않는
한,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서 그들의 AUHSD Google 계정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이나 무선 인터넷 연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식당들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학생들을 자신들의 계정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Q: 나의 학생은 방과후에 자신의 AUHSD Google 계정에 접속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요?
A: 불행히도 AUHSD는 방과후 시간에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등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사에게 문제를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 교사는 야기된 문제들을 그것에 대하여 알려 줄 수 있는 학교
기술 담당자에게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Q: 어떻게 나의 자녀를 이 서비스에서 제외 시킬 수 있나요?
A: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AUHSD가 지정한 Google 계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양식을
작성하심으로 학생을 제외 시키실 수 있습니다: Google Apps Participation Authorization

(https://docs.google.com/a/sadasystems.com/forms/d/1rqNjJgfLefXoVOcnUFwq5L4Ngy5OXRyAU4zoxNGxjB
Q/viewform).
Q: 나는 Google Apps 접속으로부터 나의 자녀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래도 나의 자녀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과제들을
할 수 있나요?
A: AUHSD는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용 Google Apps는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의사
소통과 상호 공동 작업의 도구들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참여를 향상 시켜주는 한편, 교사들은 Google Apps 수업을
준비함과 더불어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이 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을 선택한 학생들과 Google
Apps의 사용에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 계획을 함께 세우도록 권고 받았습니다.
Q: 이것들 외의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까?
A: 여러분 자녀의 교사들이 여러분이 가진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은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질 것입니다.
Q: 만일 나의 자녀가 이미 개인 Gmail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학생이 AUHSD Gmail 계정 대신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안됩니다. 학생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서들을 그들의 AUHSD Gmail 계정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육용 AUHSD Apps의 모든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AUHSD Gmail 계정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