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보
파워수쿨은 체리크릭 학생 정보 시스템 포탈을
통해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파워수쿨

학부모 / 학생
액세스

http://sis.ccsd.k12.co.us

파워 수쿨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또는, 체리크릭 학군 웹사이트
(www.ccsd.k12.co.us) 를 방문하셔서
파워수쿨로 연결되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귀하는 파워수쿨 포탈로 이동 될 것 입니다

학생 정보 시스템
학생의 학교에서 귀하의 유설내임과

파워 수쿨은 인터넷을 통해

패스워드를 제공해 드릴 것 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파워수쿨에 대한 정보를 받으시면 파워수쿨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포탈로 들어 가셔서,
1. 학부모 / 학생 로그인 을 클릭하세요.
2. 적합한 드롭다운 메뉴에서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선택하십시오.

웹 브라우저 요구 사항
인터넷 엑스플로러 7.0-8.0
파이어 폭스 3.0 이상
사파리 3.0 이상

3. 위의 상자에 유설내임을 입력하십시오.
4. 아래의 상자에 패스워드를 입력하십시오.
5.

을 크릭 하십시오.

“오늘날 교실의 전망은 변하여 가고 범위가 넓어가는
학부모, 학생과 교사간의 의사 소통이 새로운 방식으로
학생들의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온라인 액세스를 통하여 학생의 일정,
성적, 숙제, 출석 그리고 학생의 향샹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와 교사 사이 쉽게 전댤해 줍니다” – Pearson
Education, Inc.

Cherry Creek School District
Student Information Services
Information Systems Department
Educational Services Center
4700 So. Yosemite Street
Greenwood Village, CO 80111

파워수쿨은
무엇인가?
파워수쿨은 피어슨 교육의 웹에 기반된
학생정보 시스템(SIS) 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교직원,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에게 실시간 학생 정보를 제공합니다.

파워수쿨의 주요 기능
교직원
파워 수쿨을 사용하여 교직원은 다음과

학부모

같은 기능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온라인에서 파워수쿨을

- 학습과정 예정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 할

- 보고서 작성

수 있습니다:

- 표준 시험 기록

- 실 시간 학생 성능 기록 액세스

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파워 수쿨에

- 주 정부 보고서 작성

- 교사와 의사 소통

로그인하여 자신의 유일한 사용자 이름과

- 성적증명서 및 성적표

- 과제및 출석 점검

비밀 번호를 사용하여 자녀의 출석 및 성적
기록을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수수료 잔액 정보, 학교 게시판 노트와
교사의 의견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서 작성
- 신상 보고서
- 마스터 일정 작성

파워수쿨은 최대 안전하게 학생의 최신
정보를 128 비트 암호화를 사용하여 출석및
성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리크릭 학군은 2003 년에 원래 메인

교사

학생

프레임 시스템의 대체로 파워수쿨을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교사는

과제와 개별 진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행하였습니다 .

학생의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직접 접근함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보낼 수 있습니다 :

학업 성공을 위하여 책임을 질 수

파워수쿨은 현재 모든 체리크릭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고등 학교는 학생의
출석, 성적, 수수료에 대한 정보, 학습
시간표 일정을 파워수쿨을 사용하여 작용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파워수쿨을 통하여 출석을 입력하고
학교점심 계수 제출뿐만 아니라 성적표에
기록되는 표준시험 점수 입력에 사용
됩니다.

- 온라인 출석

있도록 도와줍니다.

- 평등한 성적부

파워수쿨은 학생으로 하여금 다음을 할

- 즉각의 성적 점검

수 있게 합니다:

- 과제와 숙제 온라인 입력

- 성적과 학점 점검

- 학생의 학업 진전에 대하여 부모님과

- 온라인 과제 및 숙제 액세스

즉시적 연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