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더럴웨이 공립학교 2021 학년도 온라인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아이를 어떻게 등록시키나요?

등록이 전자상으로 완료됩니다. 다음 단계는 교육구 웹 사이트 https://www.fwps.org/onlineenrollment 를 방문하십시오.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네. 모든 학생 등록은 전자상으로 완료됩니다
어떤 정보/서류가 필요한가요?

•
•
•
•
•

주소 확인 서류
면역 기록
응급 및 의료 연락 정보
연령 확인 서류
이전 교육 경험(성적 증명서)
특수 교육 지원 서류(IEP)

전 페더럴 공립학교 재학생이 있어요. 매 학년도마다 아이 정보를 확인해야 하나요?

예. 이전 학년에 등록한 기존 FWPS(Federal Way Public School) 가정은 모든 현 FWPS 학생에 대한 연간 정보 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긴급연락처, 의료, 예방접종, 중요서류 등 자녀의 기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제겐 여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를 등록하려면 각 학교에 가야 하나요?

아니요. 온라인 등록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자녀의 학교 또는 FWPS 교육
서비스 센터에서 직접 모든 아이 등록을 한 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
•

•
•

패런뷰 ParentVUE 또는 www.fwps.org/OnlineEnrollment 의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사용지 비디오 및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https://www.fwps.org/Page/7197 에서 확인할 수 있는자주 묻는 질문을 읽어 보십시오.
현장 또는 줌을 통한 개별 지원 약속을 예약하십시오. 지원 예약은 8 월 2 일부터 9 월 7 일까지, 월-금 오전 9 시부터
오후 3 시까지, 8 월 14 일 토요일과 8 월 28 일 토요일 오전 9 시부터 정오까지 교육서비스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www.fwps.org/book-online.
이메일: grades@fwps.org
통화: 253.945.2100

저는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가 없어요. 전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지원 옵션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grades@fwps.org 으로 문의하거나 253-945-2100 으로 전화하십시오.
아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등록은 집 주소로 결정됩니다. 가까운 학교를 확인하려면 https://www.fwps.org/Page/579 에서 주소를 검색하십시오.
아이가 "초이스 스쿨 Choice School"에 등록 허가가 났는데 온라인 등록시스템에 집 근처(동네) 학교가 표시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라인 확인 절차를 완료한 후 choice@fwps.org 또는 253-945-2098 로 비즈니스 서비스의 Elyse Finlay 에 문의하십시오.
만약 제가 학군에 처음 와서 제 아이가 우리 동네 학교와 다른 학교에 다니길 원한다면, 온라인 등록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집 근처의 홈스쿨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Choice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wps.org/choicetransferreques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페더럴웨이 공립학교에서 학생이 나갈 수 있나요?

자녀의 학교에 연락하여 자퇴하고 기록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FERPA(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십니까? 그리고/아니면 자녀의 디렉터리 정보, 출판물
또는 사진 출판을 허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권리 및 책임 안내서 또는 여기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작성하려면 학교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패런뷰(ParentVUE)란 무엇이며 왜 사용해야 합니까?

패런뷰는 자녀의 학년별 출석, 성적, 학업 과정, 교사 정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각 학부모/보호자는
패런뷰에 대한 고유한 사용자 지정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패런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https://grades.fwps.org/으로 이동합니다.
2. "저는 학부모입니다 I am a parent"를 클릭합니다.
3. "추가 옵션 More options"을 클릭합니다.
4. "계정 활성화 Activiate account"를 클릭합니다.
5. "동의함 Accept"를 누릅니다.
계정을 활성화하려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활성화 코드와 함께 시스템에 등록된 대로 성과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하십시오.
grades@fwps.org 으로 이메일을 보내 정품 인증 키를 받거나 학생의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이전에 패런뷰 계정을 만든 부모/보호자이며 사용자 이름 또는 암호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s://grades.fwps.org/: MoreOptions\ForgotPassword 를 방문하여 암호를 재설정하십시오.
사용자 이름을 재설정하려면 학교로 전화하거나 grades@fwps.org 으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