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더럴웨이 공립 학교 앱
새로운 특징과 혜택
페더럴웨이 교육구 앱 – 아이폰과 안드로이드기 사용 가능 - 은 사용자가 가장 필요하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웹사이트에서 얻고, 교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학교 급식비 지불 등과 같은 것을 모두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제 앱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페더럴웨이 공립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모든 학부모와 보호자는
로그인 정보를 받으실 것입니다. 앱에 로그인을 하시면 학부모와 보호자는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를 앱으로
알 수 있으며, 메시지 전달 선호 방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애플 앱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페더럴웨이 교육구의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프롬프트를
따르시고 팔로우하고 싶은 학교를 지정하신 후 손가락으로 밀어 (swipe) “접속(Sign In)” 아이콘을 찾으십시오.

처음 접속(Sign In 혹은 로그인)할 때

이메일로 받으신 ID 와 비밀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로그인이 되면, 이 화면이 사라집니다.
본인의 이름이 있는 새로운 버튼이 뜰 것입니다.
각 자녀의 아이콘도 있을 것입니다.

패스워드 (비밀번호) 혹은 로그인 정보를 잃어버리셨거나 잊으셨으면, 캐런 손더스 (Karen
Saunders) 에게 ksaunder@fwps.org 로 연락하셔서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정 로그인 과 비밀번호
업데이트
1. 앱의 주요 화면에서 이름 단추를 가볍게
누르십시오(tap). “비밀번호 변경(Change
Password)”를 누르십시오.
2.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하십시오. .
3. “새 비밀번호 저장(save new password)”를
누르십시오.

전달 방식 수정
전달 세팅을 수정하기 위해 학부모나 보호자는
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느 이메일
주소나 전화 번호로 어떤 종류의 메시지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달 설정방식을 수정하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1. 앱의 주요 화면에서 이름 단추를 가볍게
누르십시오.
2. 왼쪽 화면에서, “전달 선호 수정 (Edit
Delivery Preferences)”를 선택하십시오
(다음 페이지로 가십시오)

3. 아래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전달 방식과 통지 종류에 따라 교육구로부터 연락받고 싶은
기기를 변경하십시오.
아이콘은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다음을 가리킵니다:





모바일 앱, 알림
텍스트/SMS 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각 메시지 주제와 기기에 대해, 알림을 끄려면 초록 아이콘을
누르시고, 알림을 켜려면 회색 아이콘을 누르십시오
주의– 전화번호를 삭제할 수는 없지만 특정 번호로 알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상 연락과 출결 통지를 받기 위해
적어도 한 개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혹은 텍스트 번호가
가동되어 있어야 합니다.

새 전화번호나 이메일 추가
저희가 연락할 수 있는 새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앱의 주요 화면에서, 이름 버튼을
누르십시오.
2. 왼쪽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에 있는
“수정(Edit)”버튼을 가볍게 누르십시오.
3. 시스템에 있는 본인의 연락 정보 모두를 볼
수 있습니다.
4. 새로운 연락처를 입력하시려면 전화번호,
텍스트 메시지 번호, 이메일 주소, 혹은 우편
주소 아래에 있는 “새 연락처 추가(Add New)”를
가볍게 누르십시오.
FWPS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이 없으시면, 자녀의

학교에 전화하셔서 메시지 전달 방식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