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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정에 드리는 학교 메신저 공지 - 3/31/2021  

 
제목: HCPSS의 2021-2022 디지털 교육 센터 (Digital Education Center)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2021년 4월 14일까지의 로그인 안내 
 

하워드 카운티 공립 학교 시스템은 K-12 학년 진입생 중, 2021-2022 학년도에도 온라인으로 수업 

받기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학교 옵션을 계획 중입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디지털 교육 

센터 (DEC)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모교 로부터 기존의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모든 수업 수강과 

학점 취득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DEC는 추가적인 별도의 K-12 센터로서 

기능하도록 고안되며 카운티 전역이 완전한 대면 학습을 재개하게 되어도 계속 운영될 것입니다. 

DEC의 최종 범위와 옵션은 기금과 직원 확보, 그리고 교육이사회의 최종 승인에 달려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기금 확보가 안 될 경우, DEC에 대신 등록한 학생들은 모교를 통해 수업에 접속할 

것입니다.    

 

디지털 교육 센터는 2021-2022 학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2021-2022 학년에 K-12학년이 되는 

학생은 누구나 디지털 교육 센터에 등록할 기회를 갖습니다. 참여하는 학생은 한 학년 동안 DEC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2021-2022 학년에 HCPSS 모교의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학생은 DEC에 등록하지 마십시오.  2021-2022 학사년도에 대한 결정—학생들이 대면, 혼합, 

온라인 수업 중 어떤 것을 받게될 지— 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가능한 조속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HCPSS Connect Synergy를 통해, 자녀를 온라인 학교에 등록 (그 옵션이 가능하게 될 경우) 할 

의도가 있으신지 또는 전형적인 HCPSS 학교에 출석하게 할 것인지 HCPSS는 여러분의 의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서식은 이번 학년도 초반에 받아 보신 혼합형 수업에 대한 설문 조사와는 

별개의 것이고 2021-2022 학년도에 참여하도록 작정해야 하는 서식이 아닙니다. DEC에 

등록하기로 작정하실지 부모님/가디언께 묻는 것은 추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귀하의 관심 

여부가 저희의 기획 과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서식을 4월 14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 작성해 주시고 작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학교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HCPSS Connect Synergy 로 로그인  

2. 왼편에서 More Options 를 선택  

3. 페이지 중앙에서 Digital Education Center Interest Survey (디지털 교육 센터에 대한 

관심 설문 조사)를 선택 

4. 각 자녀 당 서식을 완성 하십시오. 어떤 가정은 각 자녀에 대한 학교 옵션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Details on the Digital Education Center(디지털 교육 센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DEC에 대한 answers to 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고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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