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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시간 절약

=주지사항

HCPSS 커넥트(HCPSS Connect)에 관하여
HCPSS Connect 는 개별화된 커뮤니케이션과 시기적절하고, 연관성 있으며,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귀 자녀에 관한
정보를 부여하는 다양한 학생 정보와 수업 지도 도구로의 접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ome 페이지부터,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표 class schedule – 자녀의 현 시간표를 열거.
면담 conference – 부모 교사 면담 스케줄을 잡기 위해 사용된다. 이 옵션은 면담 시기 때에만 사용 가능.
수강 역사 course history – 지금까지 들었던 과목들을 받은 성적과 함께 열거함.
성적표 report card – 이전 분기의 성적표 및 중간성적표로의 접속과 함께 최근 분기에 받은 점수 열거.
학교 정보 school information – 학교 연락 정보 열거.
학생 정보 Student Info –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비상연락처 기록.
출석 상황 Daily Attendance – 자녀의 올해의 출석 상황.
가족 파일 Family File – 각 자녀별로 작성되어야 하는 비상연락서식으로의 링크.
이메일 통보 Email Notifications – 출석 관련 통보를 위해 등록하도록 함.
나의 면담 일정 보기 View My Conference Schedule – 부모 교사 면담 일정을 보여줌.
동시 면담 일정 잡기 Schedule Concurrent Conferences – ARL 이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의 교사와
함께 부모 교사 면담 일정을 잡기 위해 사용.
 캔바스 Canvas (성적기록부) – 자녀가 받은 자세한 과제 내용과 성적으로의 링크.
 썸머 스쿨 시간표 Summer School Schedule – 자녀가 썸머 스쿨 수강시 듣게 될 과목 열거.
 시험 점수 기록 Student Test Score History – 자녀가 친 주 시행평가 점수를 보여줌.

주지사항: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Messages 나 Calendar 옵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통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Canvas 를, 이벤트들에 대해서는 자녀 학교의 칼렌다 이벤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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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ergy: Parent Access
My Account 탭을 눌러 본인에 관한 정보들을 확인하십시오. 귀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편집하십시오. Update Account 를 눌러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주지사항: User ID 와 집 주소 변경은 학교로 제출해야 합니다.

Account Information
Cancel

PersonalInformation: NOTE - Ttlis information is cnangeable only by tne scnool office staff Contact tne
scnool directly to cnange your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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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 Howe mom@yanoo.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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