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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 학년 고등학교 등록 

  

고등학교 2023-2024 과목 등록, 2022년 12월 19일-2023년 1월 17일 

현재 8 -11학년 학생들을 위한 2023-2024 학년도 고등학교 과목 선택은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8:00 시부터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12월 19일부터, 학생들은 교사들의 추천 과목들을 보고, Synergy에 로그인하여 (logging into 
Synergy) 왼편에 있는 과목 신청(Course Request)을 선택한 후에, 온라인 지침을 따라(following 
the directions online) 신청 과목과 대체 과목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님/가디언은 Synerge에 
로그인하여 (logging into HCPSS Connect Synergy) 추천된 과목들을 보실 수 있으나 신청 
과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 작업은 학생의 계정을 통해 완수되어야 합니다.  

주지 사항: 
● 과목 신청과 과목 배정 검토 작성 방법에 대한 지침 (Guides on how to complete Course

Requests and Course Placement Reviews) 은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은 승인된 고등학교 과목 카탈로그를 사용하여 과목에 대한 설명과 선결 요건을
자세히 살피고 과목 선택을 검토해야 합니다.

● 학생들은 7학점과 3개의 대체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체 과목은 우선순위로
선택하고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 교사의 추천 과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과목 배정 검토 (CPR)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complete a Course Placement Review (CPR) request form).  CPR 신청서는
부모님/가디언의 HCPSS Connect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되거나 학교 카운슬러
교사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선택할 과목이 드롭다운 메뉴에 보이지 않을 경우,
학생은 기입 가능한 CPR을 작성하여 카운슬러 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17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이 날 이후 접수된 신청은 자리가 있을
때 수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일정: 
● 2022년 12월 19일: 과목 등록 시작
● 2023년 1월 17일: 과목 등록 마감. 이 날짜 이후에 제출된 신청은 자리가 있을 때 수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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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7일  – 2월 15일:
○ 현재 8학년 학생은 자신의 중학교 카운슬러 교사와 카운슬러/학생의 약속 일정에
따라 만나서 학생의 신청 과목에 대해 검토하게 됩니다.

○ 현재 9 - 11학년 학생은 카운슬러/학생 약속 일정을 통해 졸업 요건을 향한 개별
신청 및 진행 상황에 대하여 검토할 것입니다.

● 2023년 봄: 학생과 부모님/가디언은 현재 학년이 끝나기 전까지 등록된 과목 목록을
접속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8월: 최종 2023-2024 학년도 학생 수업 시간표를 새 학기 시작 전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졸업 요건
졸업 요건은 메릴랜드 주 교육부 (MSDE)가 설정하고 업데이트 하며 입학 년도와 졸업 년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각 졸업반 관련 졸업 요건에 대하여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3-2024 승인된 고등학교 과목 카탈로그 (Catalog of Approved High School 
Courses)를 참고하여 졸업 요건 및 정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MSDE에 따르면, 2021–2022 학년도 또는 그 이후에 9학년이 되는 학생들에 대한 업데이트된 
졸업 요건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에 대한 필수 학점 요건이 21학점에서 22학점으로 증가.
• 필수 수학 학점이 3학점에서 4학점으로 증가. 주지사항 – 학생들은 고등학교 4년의 매
학년마다 수학 과목을 수강해야 함 (이 요건은 변경되지 않음.).

• 보건 학점이 1/2 에서 1학점으로 증가.
• 세계의 언어 프로그램 초이스를 선택한 학생은 동일한 세계의 언어에서 2학점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미 수화 2학점을 포함할 수도 있음.

학생 또는 부모님/가디언은 학교 카운슬러 교사에게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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