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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리스 등록
학생 데이터 확인 프로그램은 부모/보호자가 기존의 에이리스 학부모 포털 계정을 사용하여 등록을 위한 주요
정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학생 등록
학부모 포털에 접속하기 위하여 다음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aeriesconnect.auhsd.us/auconnect
만약 학부모 포털에 접속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며, passwords@auhsd.us로 연락하십시오.
먼저 언어를 선택한 후, 학부모 포털에 로그인하십시오.

한국어 선택

다음과 같이 등록을 위해 갱신해야 할 데이터 확인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화면 상단에 “You must complete
Data Confirmation before accessing other areas of the portal (포털의 다른 부분에 접근하기 전에 반드시 데이터 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AUHSD 등록 절차를 끝마치기 위해 반드시 이 정보를 갱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업데이트를 한 후,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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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설문조사
첫 번째 화면은 가족 정보(Family Informaion)를 위한 두 가지 설문조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각 설문조사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시한 수, “확인과 계속(Confirm and Continue)”을 클릭하시오.

학생 인적정보
학생 화면은 오직 귀하의 주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그것을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우편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학교의 등록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주요 전화번호를 수정하려면 변경(Change)을 클릭하시오.

저장(Save)을 클릭한 후, “확인과 계속(Confirm and Continue)”을 클릭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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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정보
연락처 정보 화면에서 귀 학생을 위한 모든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업데이트하려면, 해당 연락처를 선택한 후, 변경(Change)을 클릭한 수, 필요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십시오.

필요한 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저장(Save)을 클릭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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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람을 연락처 정보에 추가하려면 추가(Add)를 클릭하시오.

추가를 클릭하면 모든 연락처 정보를 입력할 화면이 뜰 것입니다. 정보 입력을 마친 후, 저장(Save)을 클릭하시오.

모든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확인과 계속(Confirm and Continue)”을 클릭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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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기록
“건강(의료)기록” 화면에서 학생의 현재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정보 입력을
마친 후, 저장(Save)을 클릭하시오.

추가의 건강 상태를 표시하려면 해당하는 질병 앞의 작은 칸을 선택하여 클릭하십시오. 효력일은 오늘 날짜로 설정될
것이지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Save)을 클릭하시오.

건강(의료)기록 업데이트를 완료한 후, “확인과 계속(Confirm and Continue)”을 클릭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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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및 양식
문서 및 양식 화면에서 귀하가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서명해야 할 다양한 문서와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학교에서 재등록을 하는 날 이 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오. 귀하의 언어(한국어)로 된 문서를 선택하면
그 문서가 화면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 문서 중 하나를 내려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문서를 다 내려받은 후, 화면 오른 쪽에 있는 확인(Confirmation) 체크 박스를 클릭하십시오. “확인과
계속(Confirm and Continue)”를 클릭하시오.

승인과 금지
승인과 금지 화면에서는 9가지의 중요한 교육구 통보 사항을 읽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승인을 업데이트
한다고 해서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그 프로그램에서 빠지는 것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승인 목록에 대하여 상태를 표시하는 칸에 “동의합니다(I Acknowledge)” 를 클릭하시오. 반드시 쓰여있는
모든 승인 목록의 상태를 클릭해야 합니다.

모든 승인 상태를 업데이트한 후, “확인과 계속(Confirm and Continue)”을 클릭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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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데이터 확인
최종 데이터 확인(Final Data Confirmation) 화면에서 탭 목록에 있는 정보들이 정확한 것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다면 “확인과 계속(Confirm and Continue)”을 클릭하시오. 정확하지 않다면, 적절한 수정을 한 후, 최종
확인 데이터(Final Data Confirmation) 탭으로 돌아가서 “확인과 계속(Confirm and Continue)”을 클릭하시오.

새 비상 연락카드 출력(Print New Emergency Card)을 클릭하여 등록표(Ticket to Register)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서명하여 등록표를 학교로 가져오십시오.
다음은 “등록표(Ticket to Register)의 예입니다.

모든 것을 완료하면 귀하는 이메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메일을 저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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