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튼 교육구 
모바일 앱 안내서 

 

훌륭한 의사 소통은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 오프라 윈프리 
 

플러튼 교육구 모바일 앱은 스마트 폰과 다른 기기를 통해 모든 분들께 

편리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학부모님, 교직원, 친인척, 데이 케어 제공자들, 지역 사회분 들, 이해 관계자분들, 
지역 프로그램 및 클럽들은 다음 사항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 폐쇄 명령, 이벤트 등과 같은 중요한 알림을 받습니다. 
• 교육구와 학교의 최신 뉴스 (팔로우를 원하는 학교에 한해) 
• 월별 행사, Peachjar 전단지, 급식 메뉴, 학교 일정과 그 외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교육구와 학교의 전화번호부에서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팁 라인을 이용하십시오.  

 
학부모님들/보호자분들은 다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석, 교실 일정, 급식 잔고, 및 학생(들)의 특정 정보 
• 파워스쿨 학부모 포털 
• 마이스쿨벅스 

 
학부모와 교직원은 해당하는 알림이나 메시지를 로그인해서 보실 수 있으며, 꼭 

비상시나 급한 소통이 아니더라도 교육구 전체, 또는 학교에서 집으로의 의사 

소통으로도 로그인 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러튼 교육구 모바일 앱은 애플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Fullerton School District PK-8”을 서치하시거나 아래의 스마트 

QR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플러튼 교육구 모바일 앱은 iOS v10.0 혹은 이후, Android v6.0 이 후 버젼을 

필요로 합니다. 



플러튼 교육구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과 교육구 교직원들은  제공된 정보를 

가지고 로그인 하십시오. 정보를 초기화 해야 하거나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이 문서의 

맨 아래에 있는 문의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제공된 정보를 입력하고  

학부모 & 교직원 로그인 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안내를 

원하시면 정보, 지침 & 지원 자료 중 

선택하십시오.  

환영합니다! 학교 이사회와 

교육감님을 만나보세요! 

전화번호부를 이용해 교육구와 학교 

위치, 전화 번호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팁 라인을 이용하여 안전 문제나 

우려하는 일, 칭찬하기 및  

기타 등등을 신고하기 

Peachjar 전단지와   

월별 행사 보기 

알림 보기 

가족들, 데이케어 제공자들, 지역사회 멤버들, 이해 

관계자들, 그 외의 분들과 앱을 공유하십시오. 
 

학교와 교육구 뉴스, 그리고 활동 

스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 급식 메뉴를 보시거나, 파워스쿨 

학부모 포털과 마이스쿨벅스 계정에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팔로우를 원하시는 학교와 

언어를 선택하시어 

설정하십시오. 

플러튼 교육구 페이스 북 페이지와 

트위터 피드에 무슨 일이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저희 플러튼 교육구 비상 

정보 페이지 또는 플러튼 교육구 비상 

트위터 피드를 방문하시거나 

팔로우하십시오. 

학교 수업 일정과 유튜브 채널 

교육구 혁신에 새로운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플러튼 모바일 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fsd_appsupport@myfsd.org 로 이메일 하십시오.  

성함과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메일에 포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로 로그인 하신 후, 

비밀번호를 바꾸는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변경하신 후, 

메시지 전달 설정을 편집하십시오. 

귀하의 연락처 정보와 현재 

학교/교육구 파일에 있는 현주소를 

같이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본인만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보여지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학부모님은 즉시 

자녀/자녀들의 학교에 연락하며 

교직원들은 즉시  교육구 인사부로 

연락합니다.  

성함 옆에 실루엣  

사진 칸을 클릭하시면 

본인의 사진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 사진의 체재가 가장 

적합합니다.   

(머리와 어깨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