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 프렙에 등록하기
SERS 홈 페이지: http://sers.techprepwa.org
SERS 에 로그인하기
1.
2.

3.

SERS 홈페이지에 들어가 Students Click Here 를 클릭하면 Student Log In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귀하의 사용자명과 암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하거나 귀하의 텍 프렙 신분번호 및 생년월일을 사용하여
로그인하십시오. 암호 대신에 생년월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텍 프렙 신분번호를 알고 있으나
사용자명을 알지 못할 경우, 텍 프렙 신분번호 및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명이 입력될 것입니다.
만일 SERS사용자명 및 암호를 잊었을 경우, 귀하의 이메일을 Forgot your log in information? 필드에 입력하십시오.
귀하의 현 이메일 주소를 제공했을 경우.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어카운트 창설하기
만일 상기 텍 프렙 어카운트가 없을 경우는 로그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카운트를 창설하려면:
1. Student Log in 에 들어가 Create an Account 를 클릭하십시오. Create Student Account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빨간 점들은 요구되는 필드를 가리킵니다.
2. 사용자명을 선택하십시오. 사용자명이 이미 선정되었을 경우, 다른 이름을 선택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일단
유효한 이름이 입력되면 다른 필드가 스크린에 가능하도록 나타날 것입니다.
3. 암호를 선정한 다음, 같은 암호를 Confirm Password 박스에 타이프하여 입력하십시오.
4. 귀하의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5. 드롭-다운 필드에 들어가 School District 을 선택하십시오.
6. 드롭-다운 필드에 들어가 Home High School 을 선택하십시오.
7. Career Cluster 및 Future Plans 드롭-다운 필드에서 초이스를 선택하십시오. 이 정보는 차후에 교정할 수 있습니다.
8. 완성한 후, Submit 버튼을 누르십시오.
확인 메시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OK 를 클릭하면 학생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클래스 탐색하기
클래스를 찾으려면:
1. 학생 홈페이지에 들어가 Register for Classes 를 클릭하십시오.
클래스를 찾기 시작하려면 탐색 필드에서 귀하의 Home High School 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2. Go Search!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클래스에 등록하기
클래스에 등록하려면:
1. 귀하가 원하는 클래스 옆에 있는 체크난에 체크하십시오.
2. 완성한 후, Register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Select Class Offering 및 Complete Registration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3. 귀하가 택할 클래스 교사의 체크난에 체크하십시오. 그 클래스에 교사가 한명 뿐이라면 체크박스에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등록을 완결하려면 Save & Register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확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만일 귀하가 현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였다면 이 확인 사항이 귀하의 이메일 어카운트로
자동적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저희 웹사이트 www.techprepcc.org를 방문 또는 techprep@bellevuecollege.edu로 이메일하시거나 또는 425‐564‐6158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