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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배정 검토에 대하여 

학생들이 잘 해낼 수 있는 가장 도전적인 과목을 수강하여 평생 학습을 준비하도록 해주는 것이 하워드 카운티 

공립 학교 시스템의 목표입니다. 교사의 추천은 수업 중 수행과 학생의 관심사, 그리고 표준 측정 시험 결과 등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이 온라인 서식은 교사의 추천과는 다른 과목 배정을 부모님/가디언이 신청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과목 신청 선정 방법 

1. HCPSS Connect 웹사이트에 접속하십시오. 

2. 홈페이지에서, 왼편에 있는More Options (Family File, Report Cards, etc. (가족 파일, 성적표 등))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3. Course Placement Review(과목 배정 검토) 링크를 

누르십시오.  

4. 학생의 핵심 수업들에 대한 현재의 추천 상황을 이 페이지가 보여줍니다. 필요하면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른 이름의 학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5. Parent Request (부모의 요청) 칸에 Recommended Cours(추천 과목)에 대한 부모님의 선호 과목을 

입력하십시오. Comment(코멘트)를 기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지사항: 세계의 언어(world languages) 2단계에 대한 Drop Course(과목 포기) 옵션이 있습니다. 추천 

과목으로 받은 세계의 언어 2단계를 거절할 경우 아래와 같이 학생들은 세계의 언어를 2년에 걸쳐 수강할 

것이 권장된다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뜰 것입니다. OK 를 눌러 메시지를 닫고 계속하시면 됩니다.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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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신청할 과목이 용이하지 않으면, 아무런 옵션도 

열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지사항: 7학년과 8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의 

부모님은 Read G/T Expectations(G/T 요건을 읽어 

보십시오) 버튼을 눌러 G/T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시려면 I Understand (잘 

알겠습니다) 버튼을 누르십시오. 

6. Complete Review(검토 완료) 버튼을 눌러 계속 

진행합니다. 각 승인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7. 각 사항을 검토하신 후, 이해하신 내용에 대해 Yes를 선택하십시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사항들은 서로 다릅니다.  

주지사항: School Catalog(학교 책자)와  Graduation Requirements buttons(졸업 요건)을 눌러  각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8. 각 사항에 대하여 Yes를 선택한 후, Next Step(다음 단계)를 눌러 계속 하십시오.  

9. Parent Signature (부모 서명)난에 귀하의 이름을 입력하고 Date Submitted(제출일)을 입력하십시오.  

10. Submit Request(신청 제출)을 누릅니다. 신청하신 것이 제출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OK를 눌러 윈도우를 닫으십시오.  

필요에 따라 이 단계를 반복하여 귀하의 신청을 편집하시면 됩니다.  

주의: 세계의 언어 2단계를 거절하고자 요청한 경우, 학교에서 그 요청을 검토하고 절차가 처리되면 그 과목에 

대한 CPR(과목 배정 검토)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기록 및 현황 보기 

과목 배정 검토 페이지에 접속하면 Request History (요청해던 기록) 버튼을 눌러 어떤 과목에 대하여 제출했던 

요청 기록들과 그 요청의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 Submitted (제출함) – 부모님이 요청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 Ready to Process (진행 단계)– 카운셀러 교사와 행정책임자가 과목 배정 검토 요청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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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ssed (진행 완료)– 요청 사항이 처리되었고, 신청한 새로운 과목이 학생의 시간표에 추가되었습니다. 

• Denied (거부됨)– 요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자녀의 학교 카운셀러 교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