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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2022년 10월 21일에 HCPSS 의 교육감 마이클 마티라노(Dr. Michael 
Martirano)가 학생, 가정 그리고 교직원들과 나눈 편지의 일부입니다:  

매릴랜드 주 교육부는 최근, 지역 학교 시스템들이 2022–2023학년도에 최대 

사흘까지의 악천후 일을 비실시간 수업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로를 열어주었습니다.  

HCPSS의 계획은 주 교육부의 요건과 하워드 카운티 교육이사회 정책에 따라 

작성되었고  MSDE 에 의해 이번 달 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전통적인 악천후 대체 수업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새로운 계획은 대체 수업 뿐 아니라 봄 방학을 포함해서 HCPSS의 학사 

일정도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계획은 무엇입니까? 

2022-2023학년도에, HCPSS는 최대 사흘까지의 악천후 날을 비실시간 수업일로 

변경할 것입니다. COVID-19가 한창일 때 활용했던 온라인 수업과 달리, 학생들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받는 대신 자기 스스로 과제를 완수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비실시간 수업일 자료 (materials for elementary school)는 

HCPSS 웹사이트에 게시되고 매달 업데이트 됩니다. 학교는 필요에 따라 학생들을 위해 

출력본을 제공할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제공받은 HCPSS-발행 기기로 

Canvas를 통해 과제에 접속 (access assignments via Canvas) 할 것입니다. 학생 

모두 10일 내에 과제를 완수해야 합니다.  

부모님/가디언은 자녀의 학교 그리고/또는 교사(들)로부터 과제 접속 및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향후 몇 주간에 걸쳐 받으실 것입니다.  

언제부터 악천후 비실시간 수업일이 활용됩니까?  

11월 4일 금요일부터 첫 사흘의 악천후 수업일에 이 옵션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카운티 전역의 인터넷 중단이나 대규모 눈보라 등의 극심한 환경은 여기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사흘의 악천후 비실시간 수업일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모든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가정에 통보하게 되고 나머지 모든 날씨 관련 사건은 전통적인 악천후 일로 

사용될 것입니다.       

비실시간 수업일 현황 코드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됩니까?  

현재 HCPSS 운영 현황 코드와 유사하게, 새로운 2개 코드 중 하나를 사용할 

것입니다 : 

• 보라색 코드: 비실시간 학생 수업일; 학교 건물 개방 

• 핑크색 코드: 비실시간 학생 수업일; 학교 건물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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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cpss.org/schools/emergency-closings/inclement-weather-instruction/#elementary
https://www.hcpss.org/schools/emergency-closings/inclement-weather-instruction/#secondary
https://status.hcpss.org/status-codes/#code-purple
https://status.hcpss.org/status-codes/#code-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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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가정들에게 2개의 코드는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은 교사들이나 

HCPSS 웹사이트를 통해 배부되는 비실시간 과제에 접속합니다. 6-12 학년 학생들은 

정규 학교 수업 시작 2시간 후에 Canvas를 통해 비실시간 과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보라색 코드와 핑크색 코드의 차이점은 HCPSS 직원의 보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날의 

코드 지정은 학생들의 비실시간 수업일에 어떤 변경도 초래하지 않습니다.   

가정들은 어떻게 악천후 비실시간 수업일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됩니까?  

학생, 가정, 교직원 및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다른 모든 악천후 통보 (inclement 

weather notifications)와 마찬가지로 만약/혹은 제가 비실시간 수업일을 승인할 때 

아래와 같은 방법들로 통보받게 됩니다: 

• HCPSS status website (현황을 알리는 웹사이트) 
• HCPSS 홈페이지 
• HCPSS 뉴스 이메일 및 텍스트 메세지 알림 
• 트위터Twitter – @hcpss 
• HCPSS 정보 직통 전화 – 410-313-6666 

부모님/가디언은 이메일 알림을 받도록 자동으로 등록된 상태지만, 텍스트 메시지를 

받기 위해 한 번은 수신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HCPSS의 텍스트 메시지 수신에 아직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귀하의 가족 파일 (Family File)에 

기입한 휴대 전화에서 67587로 YES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받은 계획 전체문과 추가 정보를 보시려면 HCPSS Inclement Weather 

Asynchronous Instruction Plan (악천후 비실시간 수업일 계획)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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