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카운티 학부모 포털(Gwinnett Parent Portal) – 학부모용 온라인 자원
귀넷카운티 공립학교는 학부모님께서 자녀의 교육에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고 학교와 원할한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도록 학부모 포털을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부모 포털을 통하여 부모님께서는 온라인상으로
필요한 때마다 안전하게 자녀의 현재 학업 경과및 출석상태를 확인하고 또한 자녀에 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 포털 접속을 원하시면 아래 서식을 작성하신 후 자녀의 학교에 직접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친부모나 법적인 보호자만이 아래 정보를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글자를 읽을 수 있게 정확히 적어주세요.)
School
(학교):

Date(날짜):
PARENT NAME
(부모 성함):
First （이름)

M.I.(중간 이니셜)

Last(성)

Address(주소):
Apartment/Unit #

Street Address(번지와 거리명)

City(도시)
Home Phone (집 전화번호):

(

State㈜
Alternate Phone
(다른 번호):

)

(

ZIP Code(우편번호)

)

이메일 주소: 네모칸에 정확히 이메일
주소(60 글자이내) 기입하실 것. 귀넷
공립학교에 등록한 다른 자녀들에 대해
동일한 이메일 주소 제출 요망.

본인의 ID(사용자명)와 비밀번호를 사용.보호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알며 프린트하거나 본인 컴퓨터로 전송된 정보를 보호하거나 본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서류를 파기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연락처가 교육구의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Signed(서명):

▫

Date (날짜):
위 이메일 주소로 교육구로부터 전자 소식지 등과 같은 정보를 받기 원하시면 왼쪽 네모칸에 표시하십시오.

Student Information(학생 정보)
위에 기입하신 동일

Student ID
STUDENT NAME(S)(학생 이름)

Grade

Student Date of

(학생 번호)

Homeroom #

(first, middle initial, last)(이름, 중간 이니셜, 성 순서)

(학년)

Birth(학생 생년월일)

(아실 경우)

(홈룸 #)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 정보만
기입하십시오.
자녀가 등록한
학교별로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Official Use Only(서무실용)
Application Approved by:
(initials)

Date Received:
Application Denied by:
SASI Data Entered:

Reason for Denial:

Please file form in Student Permanent Record
Ini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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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카운티 학부모 포털(Gwinnett Parent Portal) – 학부모용 온라인 자원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에서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부모님들의 참여
고취를 위해 만들어진 학부모 포털에 등록해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학부모 포털은 부모님께서
온라인상으로, 적시에, 그리고 안전하게 자녀의 성적, 출석, 징계 기록, 수강 기록 및 표준화 시험
결과를 안전한 사용자 비밀번호로 정보가 보호되는 가운데 인터넷으로 접속함으로 자녀의
학교에서의 경과를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아래에 학부모 포털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사용 개시 과정
•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가 여러분의 사용자 ID 로 사용될 것입니다. 네모칸에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주십시오. 이메일 주소는 60 글자로 제한됩니다.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모든 자녀에 대해 동일한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로 전자 소식지와 학교 폐쇄에 통지 등 교육구에 관한 정보를 받기
원하시면 등록서식의 네모칸에 표시하십시오.

•

자녀의 학교에서 등록을 확인한 후 학부모 포털 URL 주소와 자녀에게 배정된 (여러 숫자가
결합된) 특정 번호를 이메일로 받으실 것입니다. 각 자녀의 특정 번호를 오려 붙이기를
통해 입력하십시오.

•

학부모 포털에 접속하시면 온라인 등록을 마치실 때 패스워드을 만드실 것입니다.

데이터의 기밀성 보호
•

모든 학생의 데이터, 사용자 ID, 그리고 패스워드는 암호화되며 암호가 보호됩니다.

•

학교측은 학생의 데이터에 접속을 허가하기 전에 학부모/보호자 신분을 확인합니다.

•

자녀의 데이터가 담긴 프린트물이나 서류를 보신 후에는 파기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사용자 ID 와 패스워드에 관해 비밀을 유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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