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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VUE 어카운트 활성화와 사용방법 
이 지침서는 MCPS 학부모/후견인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아래를 클릭하여 자세히 알아봅시다. 
 
ParentVUE 어카운트는 처음에 어떻게 활성화해야 합니까? 2 

어카운트 활성화 후 ParentVUE에 어떻게 접속합니까? 6 

사이트에서 다른 자녀 창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7 

ParentVUE를 통해 어떤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7 
Synergy 메일: 선생님께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나요? 7 
달력(Calendar): 과제와 제출일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8 
출결석(Attendance): 어떻게 하면 출결석을 자세히 볼 수 있나요? 10 
성적기록(Grade Book): 내 현재 성적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 
학교 정보(School Information): 학교의 교직원과 연락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11 
학생 정보(Student Information): 학생에 관해서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12 
시험 결과 기록(Test History): 표준시험(standardized test) 점수를 어떻게 볼 수 있나요? 13 

모바일앱 ParentVUE에 휴대전화로 어떻게 접속해야 합니까? 15 

ParentVUE 모바일앱의 정보를 어떻게 찾고 또 볼 수 있을까요? 18 

매년 학년도 초에 학교에 제출하는 연례 승인(Annual Verification)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작성하나요? 19 

운동활동(athletic) 등록은 온라인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32 

MCPS에 새로 온 학생은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합니까? 32 

자주 묻는 질문(FAQ) 33 
학부모 활성 이메일이나 우편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33 
우리 아이들에 관한 활성화 편지를 왜 여러 번 받게 되나요?  33 
친척이나 비상연락자도 ParentVUE 활성화 편지/이메일을 받나요? 33 
왜 우리 아이의 시간표와 스케줄이 안 보이나요? 33 
왜 제 활성화 키코드/URL이 안 되죠?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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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VUE 어카운트는 처음에 어떻게 활성화해야 합니까? 
Synergy 학생 정보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따라, myMCPS 학부모 포털사이트 ParentVUE이라는 새 학부모 포털 
앱으로 대체됩니다.  ParentVUE를 사용하기 위해 학부모님은 새 학부모 포털 사이트 어카운트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학부모 계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좌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MCPS 학부모님은 계좌 활성화를 
위한 개별화된 활성화 키코드(Activation Key) 또는 ParentVUE 어카운트를 시작하기위한 URL 을 받으시게 
됩니다. 전에 MCPS에 등록한 적이 없을 경우, ParentVUE 어카운트를 받기 위해 학교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어카운트 활성화 편지의 예 어카운트 활성화 이메일의 예 

 
메모:우편으로 각 가정에 도착하는 어카운티 활성화 방법 편지와 이메일로 도착하는 편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메일 활성화 편지에는 개별화된 URL 주소가 있으며 이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기존에 기록되어 있던 
학부모 정보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과 활성화 키코드를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카운트 활성에 관한 
편지 또는 이메일을 받으신 경우, 아래의 활성화 방법을 읽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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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의 활성화 방법 어카운트를 이메일로 활성화하는 방법 

1 단계:  
md-mcps-psv.edupoint.com에서 “I am a 
parent(학부모)”를 선택합니다. 
 

 

1 단계:  
이메일에 있는 고유 링크를 클릭합니다.  
메모:  받으신 활성화를 위한 링크는 귀하만을 위해 
고유 링크입니다. 이에는 계좌 활성화에 필요한 
활성키코드(activation key)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단계:  
로그인 화면의 오른쪽 밑에 있는 “More 
Options(선택사항)”을 클릭하고 “Activate 
Account(계좌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2 단계:  
Privacy Statement(개인정보정책)를 검토한 후,  
“I Accept(동의)”를 클릭합니다. 
 

 

https://md-mcps-psv.edupoint.com/PXP2_Logi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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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Privacy Statement(개인정보정책)를 검토한 후,  
“I Accept(동의)”를 클릭합니다. 
 

 

3 단계:  
User Name(사용자명)과  Password(패스워드), 
Primary E-Mail(주로 사용하는 이메일)을 입력하고 
“Complete Account Activation(등록 완료)”을 
클릭합니다. 
 

 

4 단계:  
First Name(이름)과 Last Name(성)을 입력하고 
Activation Key(활성화 키)를 안내 편지에 적힌 대로 
정확하게 입력 후, “Continue to Step 3(3단계로 
계속)”를 클릭합니다. 
 

 

학부모 포털 사이트 ParentVUE에의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ParentVUE사이트를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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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User Name(사용자명)과  Password(패스워드), 
Primary E-Mail(주로 사용하는 이메일)을 입력하고 
“Complete Account Activation(등록 완료)”을 
클릭합니다. 
 

 

 

학부모 포털 사이트 ParentVUE에의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ParentVUE사이트를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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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카운트 활성화 후 ParentVUE에 어떻게 접속합니까?  
 
어카운트 활성화 후 ParentVUE에 다시 접속하는 방법: 

1. 인터넷 주소 https://md-mcps-psv.edupoint.com/를 클릭하여 사이트로 갑니다. 
2.  “I am a parent(학부모)”를 선택합니다. 

 
3. 어카운트 활성화 과정에서 작성한 본인의 User Name(사용자명)과 Password(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4. 학부모 포털 사이트 ParentVUE에의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ParentVUE사이트를 봅시다.  

  

https://md-mcps-psv.edupoint.com/PXP2_Logi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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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서 다른 자녀 창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MCPS 학교에 두 명 이상의 자녀가 다닐 경우, 학생 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시다.  

1. ParentVUE 웹사이트, 앱을 연 후, 로그인합니다.  
2. ParentVUE 화면 왼쪽 위의 학생 이름 옆의 화살표를 클릭하면 자녀 이름이 나옵니다. 해당하는 자녀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ParentVUE를 통해 어떤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Synergy 메일: 선생님께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나요? 
다음을 따라 메시지를 보냅시다:  

1. ParentVUE 웹앱을 열고 로그인합니다. 
2.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Synergy Mail을 클릭합니다.  
3. Inbox(받은 편지함)에서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4. 새 이메일 작성은 초록색 Compose(작성)를 클릭합니다. 
5. To 를 클릭합니다. 
6. 선생님, 카운슬러, 교직원의 이름을 선택하여 클릭한 후, 
7. OK를 클릭합니다. 
8. 보낼 이메일에 Subject(제목)를 적습니다. 
9. 이메일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10. Send(전송)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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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Calendar): 과제와 제출일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달력/카렌더로 학생의 학교와 선생님이 제공하는 학과/과제물과 행사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을 따라 메시지를 보냅니다:  

1.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Calendar '을 클릭합니다.  
2. 학과, 과제물/행사를 교사별, 형태별, 상태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 달력/카렌더창은 월, 주, 일별로 볼 수 있습니다.  
4. 'assignment(학과, 과제)'를 클릭하면 학과물과 과제, 점수, 리소스에 관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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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석(Attendance): 어떻게 하면 출결석을 자세히 볼 수 있나요? 
 

 
 
구체적인 출결석은 세 가지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월별 보기는 결석일 수, 지각일 수 또는 활동일 수 별로 볼 수 있습니다.  
2. 합계를 과목(course), 산출기간(period)별로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3. 출결석 그래프는 기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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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록(Grade Book): 내 현재 성적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을 따라 메시지를 보냅시다:  

1. ParentVUE 웹사이트, 앱을 연 후, 로그인합니다.  
2.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Grade Book(성적기록)을 클릭합니다.  
3. 각 과목 반의 전체 성적을 검토합니다. 
4. 과목을 클릭하여 각 반의 학과/과제를 확인합니다.  
5. 드롭다운(풀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반과 쿼터/분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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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보: 학교의 교직원과 연락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음을 따라 메시지를 보냅시다:  

1. ParentVUE 웹사이트, 앱을 연 후, 로그인합니다.  
2.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School Information(학교 정보)를 클릭합니다.  
3. 전화, 주소, 웹사이트 정보를 school information(학교 정보) 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 선생님 연락처/이메일 정보는 'school contact list(학교 연락용 리스트)' 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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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보: 학생에 관해서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다음을 따라 메시지를 보냅시다:  

1. ParentVUE 웹앱을 열고 로그인합니다. 
2.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Student Info(학생 정보)'을 클릭합니다. 
3. 학생의 정보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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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결과 기록: 표준시험(standardized test) 점수를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다음을 따라 메시지를 보냅시다:  

1. ParentVUE 웹사이트, 앱을 연 후, 로그인합니다.  
2.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Test History(시험 결과 기록)'을 클릭합니다. 
3. 주와 전국 표준시험 결과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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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 ParentVUE에 휴대전화로 어떻게 접속해야 
합니까? 
메모: 귀하의 ParentVUE   어카운트를 휴대전화로 모바일앱에 로그인하기 전에, 위에 있는 단계 를 통해 
웹사이트에서 먼저 활성화(activate) 해야 합니다.  
 
ParentVUE와 StudentVUE 휴대전화 앱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학생의 학업을 알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학업적 경험에 연결하도록 돕는 기능을 합니다. ParentVUE와 StudentVUE 휴대전화 앱은 ParentVUE와 
StudentVUE 웹사이트 앱과 같은 방법으로 Synergy를 통해 제공합니다. 이 앱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앞으로 
있을 학교 행사, 학과목 반에서의 소식과 과제, 시험, 학업진도와 학력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1. 모바일 앱을 다운받은 후 설치합니다.  

ParentVUE StudentVUE 

애플(Apple) 애플(Apple) 

안드로이드(Android) 안드로이드(Android) 

 
2. 모바일앱을 내려받고 MCPS를 선택합니다.  

 
 

https://itunes.apple.com/us/app/parentvue/id412054615?mt=8
https://itunes.apple.com/us/app/parentvue/id412054615?mt=8
http://itunes.apple.com/us/app/studentvue/id412050327?mt=8
http://itunes.apple.com/us/app/studentvue/id412050327?mt=8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FreeLance.ParentVUE&hl=en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FreeLance.ParentVUE&hl=en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FreeLance.StudentVUE&hl=en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FreeLance.StudentVUE&h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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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의 위치 서비스를 사용할지를 물어보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Allow(사용)를 선택합니다.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Don’t Allow(승인 안 함)를 선택하고 집코드 20850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4. 학교 리스트에서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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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CPS Synergy 서버에의 활성화를 이미 마쳤다면 “활성화 완료(Already Activated)”를 클릭한 후, 
ParentVUE에 로그인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다음에 사용할 때 쉬울 수 있도록 
크리덴셜(로그인과 패스워드)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ParentVUE 도움 가이드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번역판 (준비중): 

Office of the Chief Technology Officer 
 

 

ParentVUE 모바일앱의 정보를 어떻게 찾고 볼 수 있을까요? 
준비 중입니다! 

  



 

 
ParentVUE 도움 가이드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번역판 (준비중): 

Office of the Chief Technology Officer 
 

매년 학년도 초에 제출하는 연례 승인(Annual 
Verification)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작성하나요? 
 
이전에는 새학년도가 시작하면 학생을 통해 노락색 비상 카드와 여러 양식을 각 가정에 보내드렸었습니다. 이 
양식을 통해 학교에 학생의 연락처, 신상정보, 건강정보, 개인정보 공개 승인, 비상시 연락처와 연락자 등에 관한 
정보를 갱신하고는 했습니다. 이 절차를 이제, 온라인으로 ParentVUE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 개학 
초에 제출해야 하는 확인서류 절차를 설명한 것입니다.  양식을 작성할 때 학년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며 표시해야 하는 곳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메모: 연례 승인절차(Annual Verification)를 작성 후 
완료를 누르지 않거나 중도에 사이트를 나갈 경우, 
다시 처음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연례 승인절차 방법 : 
먼저 등록으로 가서 시작하거나 오른쪽 
위에 있는 Online Registration(온라인 
등록)을 클릭합니다. 
 

 

시작: 
“Annual Verification(연례 승인절차)”를 
선택한 후, Begin Registration 
(등록시작)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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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 환영인사: 
환영 화면을 보신 후,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시작 - 학생 정보 요약: 
본인 어카운트에 있는 학생 정보를 
검토합니다. Save and Continue(저장 후 
계속)를 클릭합니다. 
 
메모: 학생이 실수로 적혀있거나 빠져 
있을 경우, 학교로 연락합시다.  

 

가족 - 집 주소:  
집 주소를 확인합니다. 주소를 변경해야 
할 경우, 박스를 체크한 후 새 주소를 
적습니다. Save and Continue(저장 후 
계속)를 클릭합니다. 
 
메모: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소로 
보내야하는 서류를 위해 주소 갱신이 꼭 
필요합니다.  새 주소를 꼭 적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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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우편 주소: 
우편 주소가 집 주소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우편 주소가 다를 경우, 
박스의 표시를 빼고 맞는 주소를 
적습니다. Save and Continue(저장 후 
계속)를 클릭합니다. 

 

부모/후견인 - 인구통계 
성과 이름의 스펠링을 확인합니다. 
미들네임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Save 
and Continue(저장 후 계속)를 
클릭합니다. 

 

부모/후견인 - 직장:  
다음 고용이 귀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표시합니다.  Save and Continue(저장 후 
계속)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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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후견인 정보 - 연락 정보: 
연락 정보를 확인합니다.  최소한 한 
전화번호 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제공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메일 주소가 없을 경우, 
이메일이 없다는 박스에 표시를 꼭 
합시다. Save and Continue(저장 후 
계속)를 클릭합니다. 
 

 

부모/후견인 – 군 신분:  
해당할 경우, 군 신분 여부를 기재합니다.  
Save and Continue(저장 후 계속)를 
클릭합니다. 

 

학부모/후견인 - 기타 학부모/후견인: 
본인의 신상정보 확인을 마치면,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다른 부모/후견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확인한 후, 각 이름 옆의 Edit(수정)을 
클릭합니다. 해당 부모/후견인을 모두 
확인하였으면 Save and Continue(저장 
후 계속)를 클릭합니다.  
 
메모: 같은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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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또는 응급상황- 연락처:  
Add New Emergency 
Contact(비상연락자 추가)를 클릭하여 
최소한 하나 이상의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합시다. 

 

비상시 또는 응급상황 - 새 연락정보: 
각 새 비상연락정보마다 성, 이름, 
전화번호 최소한 하나를 기재합니다. 
Save and Continue(저장 후 계속)를 
클릭합니다. 

 

비상시 또는 응급상황: 
비상시 또는 응급상황의 연락자를 적고 각 
사람마다 초록색 확인표시가 있는지 확인 
후, Save and Continue(저장 후 계속)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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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생탭을 클릭하면 첫 화면에서 귀하의 
학부모 어카운트를 통해 수정할 수 있는 
모든 학생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각 
학생의 정보를 검토/수정한 후, Edit(수정) 
을 클릭합니다. 
 
메모: 학생이 더 이상 MCPS에 재학하고 
있지 않거나 검토와 수정을 다음 기회에 
하고 싶은 경우(나중에 수정할 수 있음), 
해당 학생에서 Exclude(제외)를 클릭하여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학생 - 집 주소:  
학생이 우선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학부모/후견인을 표시합니다.  Save and 
Continue(저장 후 계속)를 클릭합니다. 
 
메모:회색으로 표시된 학생 정보란에 
실수로 적힌 내용이 있을 경우, 학교에 
연락하여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학생 - 연락처: 
각 학생마다 최소한 하나 이상의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이 전화번호는 
학교에서 모든 가정에 제공하는 메시지와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번호입니다. 
전화번호를 적은 후, Save and 
Continue(저장 후 계속)를 클릭합니다. 
 
메모:기본값으로 학부모의 집 전화번호가 
주요 연락번호로 등록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전화번호로 학교로부터의 
연락과 소식을 받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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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를 추가한 후  Primary(주 
연락처) 박스에 꼭 체크표시를 합시다.  

학생 - 부모/후견인과의 관계: 
각 학부모/후견인과 학생과의 관계와 각 
학생마다 학부모/후견인이 맞는 역할에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Save 
and Continue(저장 후 계속)를 
클릭합니다. 
 
메모:부모 역할의 수정은 수정확인 전, 
학교 교직원의 검토와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학생 - 비상시의 연락자와의 관계: 
각 비상시 연락자와의 관계를 명시합니다. 
비상시 연락자에게 학생을 보내도록 
승인할 경우, 마지막 항목에서 Release 
To(인계 승인) 박스에 표시를 합시다.  
Save and Continue(저장 후 계속)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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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비상시 의무 연락처: 
비상시 연락해야 하는 비상연락 정보를 
클릭하고 드레그합니다.  Save and 
Continue(저장 후 계속)를 클릭합니다. 

 

학생 - 건강 정보: 
의사, 치과, 건강보험 정보를 제공합니다. 
Save and Continue(저장 후 계속)를 
클릭합니다. 

 

학생 - 건강 기록: 
학생의 건강 기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였는지 
확인하고 질문에 'Yes(예)'라고 답한 경우 
구체적인 정보와 필요한 양식을 작성, 
제공합니다. Save and Continue(저장 후 
계속)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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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약/약복용: 
처방약과 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질문에 'Yes(예)'라고 답한 경우 구체적인 
정보와 필요한 양식을 작성, 제공합니다.  
Save and Continue(저장 후 계속)를 
클릭합니다. 

 

학생 - 개인신상정보 유보: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각 
항목 박스에 표시를 합니다. 모든 정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Any of the 
Above(위의 모두) 박스에 표시를 합니다.  
아래 섹션에서 공개를 허용하지 않는 사항 
중 예외 사항에 채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Save and Continue(저장 후 
계속)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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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FERPA 권리 
귀하 FERPA(가족교육권리 및 
개인정보법)에 따른 연례 안내를 검토 후, 
Save and Continue(저장 후 계속)를 
클릭합니다. 
 

 

 

학생 - 스쿨버스 노선 
학교에서 교통편을 제공받는 경우, 
스쿨버스 노선을 확인하고 Save and 
Continue(저장 후 계속)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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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검토 
자녀가 몇 명 있을 경우, 각 학생 
리스트마다 Edit(수정)를 클릭하여 각 
절차를  반복합니다.  마지막 항목에 있는 
학생 모두에 초록색 Complete(완료)  
표시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Save and 
Continue(저장 후 계속)를 클릭합니다. 

 

서류 - 업로드 또는 딜리버리: 
갱신 내용이 기록이나 서류 또는 양식을 
제출해야 할 경우,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거나 학교로 서류 배달(deliver)에 
표시하고 학교에 직접 가지고 가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Save and Continue(저장 후 
계속)를 클릭합니다. 

 

검토/제출: 
연례 정보 승인절차를 마치고 제출하기 
전에,  Review(검토)를 클릭하여 변경한 
항목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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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제출: 
리뷰 페이지를 스크롤하거나 
Previous/Next Change(이전/다음 
변경사항)를 클릭하여 모든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 중 수정을 해야 할 
경우, 추가로 갱신하거나 변경해야 할 
항목 다음에 있는 Edit(수정)을 
클릭합니다. Show Changes(변경사항 
보기)가 켜져 있을 경우, 모든 변경 사항은 
노란색 하이라이트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노란색 하이라이트로 커서를 
이동하면 변경 전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검토/제출: 
모든 내용을 검토하고 등록 데이터를 
확인한 후, 페이지 밑의 박스에 체크 
표시를 한 후, Submit(제출)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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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제출 - 확인: 
제출하면 즉시 제출 확인과 학교에서 
재활성화를 하지 않는 한,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글이 나옵니다.   OK를 
클릭합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Status(상태)를 클릭하여 제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후 제출한 
내용을 수락 또는 거부한다는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결과통보 전에 
학교 교직원이 검토를 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ParentVUE로 다시 이동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위에 있는 ParentVUE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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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letic(운동활동) 등록은 온라인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비 중입니다! 
 

MCPS에 새로 온 학생은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합니까?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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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부모 활성 이메일이나 우편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용 중인 이메일이나 집주소가 학교 파일에 기재되어 있으며 교육의 권리, 부모님과 교육의 권리, 양육권, 
학생을 위해 연락을 하도록 승인된 부모만이 편지를 받습니다. 어카운트 활성화를 위한 이메일이나 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 학교에 연락하여 사용하는 이메일 또는 현재 거주하는 집주소를 제공합니다.  양육권 문제에 관한 
이전 기록이 남아있을 경우, 학교와 연락하여 교육의 권리, 양육권, 각 부모/후견인 리스트의 연락자에 관한 
사항을 수정합니다. 

우리 아이들에 관한 활성화 편지를 왜 여러 번 받게 되나요?  
경우에 따라 시스템에 부모님 어카운트가 중복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편지를 여러번 받은 경우, 자녀 학교에 
이를 알려 주시면 학교에서 한 어카운트로 통합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를 하나로 통합할 때, 사용하기 
원하는 어카운트를 꼭 지정합니다.  
 

친척이나 비상연락자도 ParentVUE 활성화 편지/이메일을 받나요? 
학생 기록에 교육의 권리, 양육권, 연락 승인에 해당하는 부모님에게만 이 편지가 보내집니다. 비상시 연락자는 
ParentVUE 안내를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이의 시간표와 스케줄이 안 보이나요? 
시간표와 스케줄은 8월 26일부터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포스팅을 하면 바로 ParentVUE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제 활성화 키코드/URL이 안 되죠? 
이메일이나 활성화 편지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이 이름과 활성화 키(Activation Key)를 정확하게 입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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