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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러지 활동 피드 (Schoology Activity Feed) 
이 인쇄물은 스쿨러지가 제작한 학부모 의사소통 도구 라는 비디오 ,
https://www.fcps.edu/node/41906 와 함께 제공됩니다 .

최근 활동 (Recent Activity) 
여러분은 최근 활동 (Recent Activity) 영역에서 학교 행정인들이 작성한 게시물을 볼 수 있으며  
이 영역을 활동 피드 (Activity Feed) 라고 지칭합니다. 

이곳은 여러분과 공유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여러분은 모든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은 새로운 업데이트를 알리는 이메일 통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스쿨러지 지원 (Schoology Support) 웹사이트 (https://www.fcps.edu/schoology/support)를 참조 . 
LS-ISD-Schoology Parent Communication Tools 

https://www.fcps.edu/schoology/support
https://www.fcps.edu/node/4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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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ent Name v 

ParentName ✓ 

Child Name 
Fa-r Lo<es Acaden-, 

GI AddChild 

Your Profile 

Student Activity· Enrollment:s 

Gregory Harrls Homeroom 8: Mr. G Harris 
A little enc:our~ement from Kld President as - embark on our journey 10 learn about US Governm~I! 

,," IM President 
httpsJ/youtu.bfo,1-gQLqv9f4o 

Wed Jul,~. 202D at 10:~~ am 

Gregory Harris Yearbook 2020 

Most Recent· 

Get Cllcldng! we want to c.tpture all those speclal moments of your lndMdual sdlool ,OUrney this yur Make sure all pictures 
are approprtte and take wi1h perm,sslon. bu1 have fun! Slay tuned for a plann na mee1ing regai-d,ng how we wiO handle 
official S(hool photography this year. 

WedJul15,202011tl0:SJam 

Ill Jeffrey Llnlepage received 12/12 for What's the difference? ,111 15 ,i. 10:'4 1m 

la Jll'ffrey Littlepage received 79/100 f0< Blames Qul:z: Jui 1s a110:u •m 

I:; Jeffrey Littlepage submitted an uem to WHkly WorkshHl 1 Jkl 1s 11c 10:0 ,m 

II Jeffrey littlep,ge receivMI 20/24 fOf'" Poetry Re,ding JJI 15 1110:31 .am 

� Jeffrey Uttlepagt- received 18/18 for What is a Community Helper? Jul 15at 10:37 .. m 

Soma Mendei:Jna West Bridge Mlddle School 
Welcome back 10 school! II you haven't done so ye1, be sure to sign our digital citizenship pledge before the 
end ol the week. 

• 'ihowMort 

Tu~Nov\9,201':lat!.:Mpm 

1;,.,0 (j) Beverly Uttlep• V 

.. 
Gn 

Gn 

av 

a 

a 

Up 

No 

학부모/보호자 계정과 학생 계정 간의 전환 

• 오른쪽 상단 코너의 여러분 이름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

• 자녀 계정으로 전환하려면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선택

드롭다운 메뉴의 확인 (√) 표시는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계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과목들 및 그룹들이 게시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은 자녀의 피드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게시될 때마다 이메일 알림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여러분은 계정 전환기 (Account Switcher) 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클릭하여 여러분의 학부모 

계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스쿨러지 지원 (Schoology Support) 웹사이트 (https://www.fcps.edu/schoology/support)를 참조 . 

https://www.fcps.edu/schoology/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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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unt Settings Notifications Privacy Settings Recycle Bin 

Notifications 
Schoology sends you notJfications whffl actions occur that Involve you. Vou can select whkh notJfications you would like lo rKeivr. 

Turn Off All Noufic•hons 

Academic 9 Ema11 

Course update posted Off 

Course comments on updat6, asslgnmfflts, or discussions 

Comments on my post.5 

Course content created 

Course ma1erlals overdue 

school Groups &1 Emall 

Group update posted 

Group commfflts on updates or dlscus5'ons 

~ ~~ 
Fairfax County 
PUBLIC SCHOOLS 
ENGAG E • IN SPIRE • TH RIVE 

d , Cj)1 Beverlylittlf!PQ19 V 

- - ----------- -

Beverly Littlepage ✓ 

Oyton Littlepage 
V./e~ E::lr age .... emertary 

Jeffrey Littlepage 
Vies. Hr dg Made ..;J .ho 

C AodC~1ld 

Your Profile 

8 Logout 

IOGY COURSES GROUPS RESOURCES GR.ADE REP 

Account 

Aaoun, Settings I Notifludons I - S.nlnp R,cyc 

Account Info 

스쿨러지 알림 설정 

알림 이메일을 받도록 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기 : 
● 여러분의 이름을 클릭 .
● 설정 (Settings)을 클릭 . 

● 알림 (Notifications) 탭으로 이동 . 받고
싶은 이메일을 On ( 받음) 이나 Off 
(받지 않음)로 설정함 . On ( 받음)으로
설정한 모든 항목에 대해 여러분은이

메일을 받게 될 것임 . 

더 자세한 정보는 스쿨러지 지원 (Schoology Support) 웹사이트 (https://www.fcps.edu/schoology/support)를 참조 . 

https://www.fcps.edu/schoology/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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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ooloav couRses GRouPs GRADE REPORT 

Account 

Notifications Account Settings 

Parent Email Digest 

Email Summary: 

Repeat: 

Time: 

Day. 

Overdue Submissions Email 

Weekly 

05:00PM 

M T W 

스쿨러지 이메일 다이제스트 (Schoology Email Digest) 
여러분은 스쿨러지에서 자녀의 활동에 대한 이메일 요약 (email digest) 을 받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 계정에서 이메일 다이제스트를 받도록 하기 : 

● 자녀의 계정을 볼 수 있도록 자녀

의계정으로 전환 .
● 설정 (Settings)을 선택 . 

● 알림 (Notifications) 탭으로 이동 . 
●

●

이메일 요약 (Email Summary)을 On 
(받음)으로 설정 .
매일 (Daily) 또는 주간 (Weekly)을
선택.

● 자녀의 마감일이 지난 과제에 관한 이메일을 받으려면 다음을 On (받음)으로 선택 :
○ 제출 마감일이 지난 과제에 관한 이메일 (Overdue Submissions Email) 및
○ 이메일 알림 (Email Notification)

● 변경 저장 (Save Changes)을 클릭 . 

더 자세한 정보는 스쿨러지 지원 (Schoology Support) 웹사이트 (https://www.fcps.edu/schoology/support)를 참조 . 

https://www.fcps.edu/schoology/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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