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은 구글 번역 또는 다른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번역되었다. 어떤 오류도 

변명하십시오. 

친애하는 중고등학교 가족: 

컬럼비아 공립학교는 2020-2021 학년도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년 부모/보호자는 등록 업데이트 및 가족 연결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온라인으로 수행되고있다. 

시작하려면 CPS에서 발급한 6자리 보호자 ID와 비밀번호로 CPS 패밀리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호자 ID 및/또는 암호(일반적으로 이메일 주소) 정보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www.cpsk12.org/familyupdate.. 

• 당신의 ID를 잊어 버린 : 
https://web.cpsk12.org/cpsonline/familyupdate/familyupdate.php#! 

• 암호를 잊어 버렸습니다 : 
https://launchpad.classlink.com/resetpassword?scode=CPSFamilies 

CPS 패밀리 포털에서 다음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가디언 인정 

• 학교 등록 업데이트 

• 2020-21 학교 예아르 일정 (2020년 8월 18일,CPS 가족 포털을 통해 사용 가능) 

추가 지침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등록 업데이트 또는 CPS 패밀리 포털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으시면 Helpdesk@cpsk12.org  또는 573-214-3333의 CPS 헬프데스크에 문의하십시오.  

우리는 학교 건물로 최종 복귀를 고대하고 있으며 당신을 다시 환영하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유지,  
  

https://launchpad.classlink.com/cpsfamilies
https://www.cpsk12.org/familyupdate
https://eur03.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eb.cpsk12.org%2Fcpsonline%2Ffamilyupdate%2Ffamilyupdate.php%23!&data=02%7C01%7C%7Cd97df3fb0bdc43f09a6808d7e56fbfc3%7C84df9e7fe9f640afb435aaaaaaaaaaaa%7C1%7C0%7C637230140428613460&sdata=fFDsJgD0rsmZiZi0fCssbZy%2FFURg5njXGAXlFWVA5%2Bw%3D&reserved=0
https://eur03.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launchpad.classlink.com%2Fresetpassword%3Fscode%3DCPSFamilies&data=02%7C01%7C%7Cd97df3fb0bdc43f09a6808d7e56fbfc3%7C84df9e7fe9f640afb435aaaaaaaaaaaa%7C1%7C0%7C637230140428623447&sdata=A1lFNx%2FT0mk1BYiWCYLNw%2BWaRcI5Z%2FhT9J63V2cts8M%3D&reserved=0
mailto:Helpdesk@cpsk12.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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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일정 픽업: 등록 업데이트(단계3) 절차 

 

부모를 위한 지침 

6-12 백-2-학교  등록 업데이트 

시작하기 전에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거주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거주 증명서는 주소, 주택 구매 

계약, 부동산 임대 또는 거주 소유자의 공증 된 편지를 보여주는 현재의 공과금 이 될 수 있습니다. 

"2~묵별6-12"와 "3~등록 업데이트6-12" 완료. Registration Update 6 "  당신은 셀 ecting하여 언제든지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4~ 등록 과정 6-12. "모든  단계가  완료되면 "5~보기 일정 6-12"는 8월 

18일에 출시될 예정이다.th 모든 학생 일정은 8월 23일 아이콘 "5~보기 일정"을 통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d. 

참고: 웹 브라우저에서 "ClassLink 브라우저 확장"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please do so.  확장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CPS 패밀리 포털이 자동으로 CPS 디지털 리소스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macOS 장치의 Safari 

사용자는 ClassLink 확장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2~묵별 6-12,"읽고  각 섹션을 인정. 화면 하단에서 다음 섹션을 클릭하여 다음 섹션으로 

진행합니다. 제출을 클릭하여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3~등록 업데이트6-12, ""등록 업데이트" 탭을 클릭한 다음 "새"를 클릭하여 ”   학생 등록을 

업데이트하십시오. 필요한 모든 필드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신청서 가 끝날 때 "동의"를 클릭하여 

제출하십시오.  모든 학생 주소 변경에는 양식의 '문서' 섹션에 현재 임대 또는 

유틸리티(가스/전기/물) 청구서의 업로드된 디지털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http://www.cpsk12.org/


"4~등록 절차6-12," 등록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정보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점이 

녹색인 경우 모든 양식이 제출됩니다. 일정은th, 2020년 8월 18일 오전 9:00에 제9회 e CPS 패밀리 

포털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이 노란색이면 양식이 시작되었지만 완료되지 않고 제출되지 

않습니다. 점이 빨간색이면 프로세스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5~보기 일정6-12,"PDF  문서를 클릭하여 8월 18일에 학생 일정을 확인합니다.th. see yo 

보호자는 CPS발급 ID/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승인 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학생의 정보를 보려면 

학생 정보 시스템에서 학생의 보호자로 플래그를 지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