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ogy Student Guide
What is Schoology? Schoology is a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that enables teachers to

electronically share classroom materials, create a discussion space, take assessments, and distribute and
collect assignments. Provides students and parents with a central place for classroom content. Schoology
stores curricular materials for student courses, such as homework, notes, worksheets, calendars, and
announcements. Beginning this school year, grades for all courses will be recorded in Schoology.

How will teachers use Schoology? The 2020-2021 academic year will be the first year that

Schoology will be used district-wide. All teachers will enter and update grades within Schoology and will be
encouraged to use the various Schoology features. If a teacher already uses a different online platform to
share classroom content and materials, they will be linked within Schoology for easy access. Throughout the
year, teachers can take advantage of additional Schoology features to determine how to best incorporate
these new online tools into their classes or courses.

How do I access my classes in Schoology?
1. Log in to your Schoology account.
2. Click on your school user account to connect.
After logging in, you will see the navigation bar that will take you to your Schoology home page, course
page, group page, and report card page. If you click Courses, you will be redirected to your course board.

What do I do now? You can configure your notification settings by following these steps:

1. Once you are logged in to Schoology, click on its name in the upper right corner
2. Click Settings
3. Click notifications

Is there a mobile app for my phone?
Yes! You can find the Schoology app where you search for apps for your phone. After downloading
the application, you will be able to log in to your school's Schoology account.

What do I do if I still need help?
You can consult the Schoology Student Guide.

Schoology 학생 안내서 Schoology
란 무엇입니까? Schoology는 교사가 전자적으로 강의실 자료를 공유하고 토론 공간을 만들고 평가를

수행하며 과제를 배포 및 수집 할 수있는 LMS (학습 관리 시스템)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실
컨텐츠를위한 중앙 장소를 제공합니다. Schoology는 숙제, 메모, 워크 시트, 달력 및 공지 사항과 같은 학생
과정을위한 교과 과정 자료를 저장합니다. 학년도부터이 모든 과정의 성적 Schoology에 기록됩니다.

교사는 Schoology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2020-2021 학년은 스쿨 로지 지구 전체에 사용됩니다 첫

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교사는 Schoology 내에서 성적을 입력하고 업데이트하며 다양한 Schoology 기능을
사용하도록 권장됩니다. 교사가 이미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강의실 내용과 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쉽게
액세스 할 수 있도록 Schoology 내에서 링크됩니다. 연중 내내 교사는 추가 Schoology 기능을 활용하여 이러한
새로운 온라인 도구를 수업이나 코스에 가장 잘 통합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Schoology에서 수업에 어떻게 액세스합니까?
1. Schoology 계정에 로그인하십시오.
2. 학교 사용자 계정을 클릭하여 연결하십시오.
로그인하면 Schoology 홈페이지, 코스 페이지, 그룹 페이지 및 보고서 카드 페이지로 이동하는 탐색 모음이
표시됩니다. 코스를 클릭하면 코스 보드로 리디렉션됩니다.

지금 무엇을해야합니까? 다음 단계에 따라 알림 설정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1. Schoology에 로그인 한 후 오른쪽 상단에서 이름을
클릭합니다. 2. 설정을
클릭합니다. 알림 클릭

내 휴대폰 용 모바일 앱이 있습니까?
Y전자의!휴대 전화 용 앱을 검색하는 Schoology 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한
후 학교 Schoology 계정에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해야합니까?
Schoology 학생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