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학생생  성성적적을을  온온라라인인으으로로도도  보보실실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학학부부모모를를  위위한한  계계좌좌  안안내내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중, 고등학교와 6학년이 있는 

초등학교에서 Online Achievement와 Reporting System(OARS / 온라인 학업성취 및 

학업성적 보고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이 시스템의 일환으로 자녀의 학교는 학부모님, 

학생 그리고 교사와의 학업진행과정에 관한 의사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Edline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Edline 은 인터넷을 통한 교실과 가정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입력을 통해 

학생의 학업정보를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이 쉽지 않으신 경우는 도서관, 학교 

미디어센터 또는 커뮤니티센터 등의 인터넷 사용 가능한 컴퓨터를 통해서도 학업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교사는 인터넷 이외의 여러 방법을 통해 학생의 향상도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과 학생은 각각 별도의 Edline 계좌를 갖게 됩니다. 학부모님의 계좌는 각 학생의 계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학업향상 정보, 예를 들어서 개인 과제, 시험 점수 (반퀴즈, 시험 등) 그리고 

현 수강과목의 평균 점수 등을 각 계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각 교사는 각 과제물의 마감일 또는 시험일 3주 이내에 성적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3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이에 관한 안내와 성적 게시일을 학부모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적은 교사의 전자채점파일에서 자동으로 Edline에 매주 일요일에서 목요일 

저녁까지 보내집니다.  

여러분의 개인계좌를 위한 등록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 두 명 이상이 중,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경우는 각 지시를 정확히 따라서 사용자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활성코드는 

학부모님 여러분을 위한 코드입니다. 학생들은 이미 학교에서 각 학생계좌등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Edline, 아래에 적힌 안전한 웹사이트에 등록하시면 바로 자녀의 성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나 본 서면의 번역판이 필요하신 분은 다음 웹사이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oars/activate.shtm 

또한 번역된 안내서가 각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Edline 활성코드는:  

1 인터넷에서 http://www.edline.net/pages/montgomery_cps를 주소창에 입력하십시오.  
2 새 활성코드가 있으신 경우는 화면에 있는 CLICK HERE IF YOU HAVE A NEW ACTIVATION CODE를 

클릭하십시오.  
3 활성코드를 입력하시고 ENTER(실행)를 누르십시오.  
4 받으신 활성코드 수만큼 3번을 되풀이하십시오.  
5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또는 과정을 출력하고 싶으신 경우는 HELP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dline계좌에 관한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는 각 학교의 사무실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Edline Parent Information Flyer -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