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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ing the Impact Aid Packet in ParentVUE-Korean 

학부모VUE에서 연방 보조 프로그램 (Impact Aid) 패키지 작성 
 

1. 귀하의 학부모 VUE 사용자 번호 및 암호를 사용하여 학부모 VUE 앱 또는 학부모 VUE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귀하가 학부모 VUE 계정 접속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녀 학교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2. 학부모 VUE 계정에 로그인한 후 화면 상단에 있는 온라인 기록 (Online Records)을 
클릭합니다. 

• 앱을 사용할 경우 다음 화면에서 온라인 등록 열기 (Open Online Registration)를 
클릭합니다. 

 
3. 온라인 등록 홈 화면에서 2022-2023 *연방 보조 프로그램 (Impact Aid)*을 선택합니다. 

 
 

4.  Impact Aid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온라인 패키지 시작하기 (Begin Online Packet)를 클릭합니다.  
  

https://va-pwcps-psv.edupoint.com/PXP2_Login_Parent.aspx?regenerateSessionId=True/&LNG=800
https://va-pwcps-psv.edupoint.com/PXP2_Login_Parent.aspx?regenerateSessionId=True/&LNG=800


Impact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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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act Aid 패키지 작성하기 
이 부분에서는 Impact Aid 패키지에서  필요한 정보 작성 방법에 대한 지침과 함께 보게 될 각 화면을 
검토합니다. 

• Impact Aid 패키지를 통한 탐색을 위해 각 화면 하단에서 저장 및 계속을 클릭합니다. 
• 앞 부분으로 돌아가려면 각 화면에서 이전 버튼을 클릭하거나 왼편 탐색 영역에서 모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앱을 사용하는 경우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메뉴를 선택하면 사이드 메뉴로 이동합니다. 또한 화면 
하단에서 계속을 클릭하여 화면을 통해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Welcome) 화면 

환영합니다 화면에서는 Impact Aid 패키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교육감의 전달 사항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이동하기 전에 해당 정보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학생 요약 화면 

학생 요약 화면에는 학부모 계정과 연결된 모든 학생들이 나열됩니다.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학생이 있는 경우 계속 진행하기 전에 자녀 학교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서명 화면 

Impact Aid 패키지를 작성할 때 전자 서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기입된 이름대로 정확히 입력하기 바랍니다. 이름이 잘못 기입된 경우 Impact Aid 패키지를 진행하기 
전에 자녀 학교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집 주소 화면 

집 주소 화면은 가족의 현재 집 주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저장 및 계속을 클릭합니다. 
 

우편 주소 화면 

우편 주소 화면은 파일에 있는 현 우편 주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저장 및 계속을 클릭합니다. 



Impact Aid 
 

PWCS SIS 사무처 3 페이지 9/22/2022 
 

 
학부모/보호자 인적 사항 화면 

학부모/보호자 인적 사항 화면은 학생 기록(들)과 관련된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일반적 인적 사항 정보 및 
서면 자료에 대해 학부모/보호자가 선호하는 언어를 보여줍니다. 학부모/보호자는 필요하다면 화면에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 화면 

학부모/보호자 화면은 한 가지 이상 학생 기록(들)과 연결된 모든 학부모 및 보호자를 보여줍니다 정확성을 
위해 각각의 나머지 학부모 기록들을 검토하려면 학부모 이름 왼편에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요에 
따라 또 다른 학부모/보호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동일한 집 주소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들)의 정보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 화면 

학생 화면에는 Impact Aid 자격이 결정되는 모든 등록된 학생이 나열됩니다. Impact Aid 양식 작성을 위해 
각 학생 이름 왼편에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학생을 위한 Impact Aid 양식이 작성되면 저장 및 계속을 클릭합니다.
 
검토/제출 

모든 Impact Aid 패키지는 학교로 제출되기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Impact Aid 패키지 검토를 위해 검토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토/제출 화면에서 모든 변경 사항을 검토합니다.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변경 
사항이 강조 표시됩니다.  

• 추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 왼편에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특정 페이지로 이동한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검토/제출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장 및 계속을 
클릭합니다. 

Impact Aid 검토가 완료되면 본인은 모든 등록 자료를 검토하고 정확함을 확인하였습니다를 나타내는 
해당 칸에 표기하고 제출을 클릭합니다. 
Impact Aid 패키지를 제출하면 추가 변경을 할 수 없다는 확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검토/제출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취소를 클릭하고; 그렇지 않으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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