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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보호자님께,

날짜: 2019/8/5

이제PowerSchool Parent Portal (학부모 포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웰슬리 공립 교육구는 온라인 플랫폼, PowerSchool을 사용하여 각 학생을 위한 비상 연락 정보, 주소록, 그리고 중요한 허가용지들을
관리합니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PowerSchool Parent Portal이 8월 5일 정오 12:00시부터 8월 30일까지 오픈됩니다. 모든
학부모님/보호자님께서 이 기간동안 로그인하셔서 이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올해도 가정의 각 학생에 대한 학부모 포털
폼을 완성하시면 K-8학년 학생들의2019-2020 학년도 홈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학급 명단은 보장 및 개인정보 법에
의하여 공유되지 않습니다. (참고 MGL 603 CMR 23.00).
교육구는 학생 주소록이 우리 가정들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여 PTO, Wellesley Education Foundation(웰슬리 교육 재단)과 같은
학부모와 커뮤니티 파트너가 학생 주소록을 만드는 데 가정들의 연락 정보 사용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저희의 학생 기록 방침 (JRA,
JRA-R) 및 가정 교육적 권리 및 개인정보 법 (FERPA)에 준수하여, 학부모님께서는Powerschool Parent Portal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들을 원하시는 만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 단체와 공유하는 주소록 정보는 상업, 정치 및 다른 제삼 단체들을 위하여
쓰여지지 않는 가정하에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처음 사용자:
포털 https://wellesley.powerschool.com 에 가셔서

●
●
●
●

Create Account Tab (계정 만들기) 탭을 클릭하고
Parent Portal 계정을 만들기 위하여 요청된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필요한 ID와 암호는 2019년 7월 29일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8월5일 정오 12:00시에 포털이 오픈되면 아래 재사용자 절차대로 완료하십시오.

재사용자:
포털 https://wellesley.powerschool.com 에 로그인하시고
● "Annual Update" (매년 업데이트)을 클릭하여

●
●
●

변경 사항을 입력하신 후 각 페이지 밑에 있는 "Submit"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로그인하시고
‘Submit’(제출)을 클릭하셔야 학부모님의 새 학년도 계정이 업데이트 됩니다.)
자녀의 홈룸 정보는5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정의 각 학생에 대하여 위 절차를 따르십시오

학부모님들을 위한 학부모 포털 사용법 수업 (옵션):
● 8월 5일, 월요일 오후2:00 -오후4:00 - Wellesley Middle School Tech Office
● 8월 6일, 화요일 오후4:00 -오후6:00 - Barton Road Community Center
● 8월 12일, 월요일 오전10:00 - 정오12:00 - Wellesley Middle School Tech Office
● 8월 13일, 화요일 오전7:00 -오전9:00 - Barton Road Community Center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다른 시간을 예약하시려면portal@wellesleyps.org 로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Powerschool Parent Portal에 관한 더 상세한 정보는 다음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ellesleyps.org/students-families/parent-portalinfo/.
새 학기 정보, 연례 통지 내용이 포함된 핸드북은 8월에 교육구 웹사이트Quick Links 섹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쇄본을 원하시면 학교에 연락하십시오..
저희는 새 학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학부모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