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 사이드 디지털 팁
1. 방문 1 : 지원 1 리버 사이드 웹 사이트 : 여 기 를
2. 항상 장치를 고정클릭하십시오!로그를사용하지 않을 때. 무인두고, 장치를 결코 잠급
없습니다
3. 당신이 학교를 떠날 때, 당신의 장치를 켜고 당신이 학교에 올 때 매일 아침에 로그 오프 장치의 전원을 끄십시오.
4. 당신은365를받을 오피스 무료로. 웨이브에서 허가 양식을 잡고, 그것을에서 가지고, 무료 Office 제품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요 학교 페이지에서 계정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당신은또한 당신에게이메일에 액세스
여기SD43

5. (여기에 개인 이름을 배치) 132 사용자 이름 \SD43,: 장치에 로그온 할 때 당신이문제가있는 경우, 다음에 사용자
이름을 변경,
6. 당신이 학교에 오기 전에 당신의 장치를 충전 그리고 가지고학교 충전기.
7. 우리는 Edublogs를 우리의 디지털 포트폴리오로사용합니다.귀하의 (myriverside.sd43.bc.ca)에
액세스합니다. 여 기 에 블 로 그 를 클 릭 사용자 이름은 9 학년 (예 : 브라이언 이런 = Bryang2015)를
입력 해 년 뒤에 첫 번째 이름과 마지막 처음이다, 비밀번호는 9 암호는 SD43 등급입니다.
8. 예를 들어 학교 지구 이메일 (전문 것들에 대한 전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 및 개인 것들에 대한 개인 이메일
주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당신이 적절한 이메일 주소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
9. 작업이 장치에 조직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장치에 대한 파일 관리 시스템을 만듭니다. 즐겨 찾기 당신이
원터치로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대한 각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블로그 또는 웹 사이트
10. 암호에!!!! , 암호를 기억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하나의 전문 학교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암호 및 개인 것들에 대한 다른 암호를 제안
11. 앱과 당신을 위해 작동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일을 작은 규모로 시작, 당신이 익숙해지면
다음 더 추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로 시작합니다. 제안 사항 : 여 기 를

클릭

12. 스타일러스 펜 및 휴대용 키보드를 가져와. 클래스에 대한 실제 펜과 연필을 가져, 모든 것이 디지털이 될 것이다!

13. 각 클래스에 당신과 같은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을 찾아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짝을 할 수있는
가격 Digi-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
당신이 어떤 질문이 나 필요한 경우도움, WAVE를 방문 온다. 우리는 비즈니스 날개에
개막식에서 위층에 있습니다. 우리를 방문하거나 지원을 위해 저희에게 연락하거나질문이있는 경우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132-LIF@sd43.bc.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