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C Level-Specific Information Sessions Announcement (Intl. Student & Family Svces. - Korean: KK 4/21) 

 

 

제목: HCPSS디지털 교육 센터의 단계별 온라인 정보 세션, 2021년 4월 20-22일 
 
 

하워드 카운티 공립 학교 시스템은 (다가오는) 2021-2022 학년에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 

받기 원하는 K-12학년 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교 옵션을 계획 중입니다. 디지털 교육 센터 

(DEC)는 현재 기획 및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DEC는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학점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자신의 본교와는 계속 연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최종 DEC 규모와   옵션은 기금과 직원 및 교육이사회의 승인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들이 여기에 참여하려면 한 학년도를 온전히 참여해야 합니다. 2021-2022 학년에 

HCPSS 학교 건물로 돌아가 대면 학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DEC에 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1-2022 학사년도에 대한 결정은 —대면 수업으로 돌아갈지, 혼합형일지 또는 

온라인 수업이 될지 —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가능한 속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3월에 학생들과 가정들을 위해 일반 정보 세션이 제공되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은 

온라인으로 The presentation (발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년별 온라인 정보 

세션이 4월 20-22일에 열립니다. 중국어, 한국어 그리고 스페인어 통역이 매일 오후 

6시 세션 때만 가능할 것임을 주지해 주십시오.   

 

가정들은 자신의 자녀가 2021-2022 학년도에 속하게 될 학년 단계에 맞춰 참석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여 등록하셔서 해당 세션의 로그인 정보를 받으십시오. 

하루에 한 차례만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 고등학교 

● 오전 9시(9 a.m. session) 

● 정오(Noon session) 

● 오후 6시(6 p.m. session)(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통역 가능) 

  

4월 21일 - 중학교 

● 오전 9시(9 a.m. session) 

● 정오(Noon session) 

● 오후 6시(6 p.m. session)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통역 가능)  

 

4월 22일 – 초등학교 

● 오전 9시(9 a.m. session) 

● 정오(Noon session) 

● 오후 6시(6 p.m. session)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통역 가능) 

 

디지털 교육 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Details on the Digital Education Center)은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DEC에 관련된 자주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 

(answers to frequently asked questions )은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고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KOREAN 

https://www.hcpss.org/schools/dec/parent-information-session/
https://hcpss.zoom.us/webinar/register/WN_y0p9PXTbTa2emqYY6EAtBA
https://hcpss.zoom.us/webinar/register/WN_Y0YCeLYfRCGJKIRI4A1DiA
https://hcpss.zoom.us/webinar/register/WN_5dbDPEegTOugfBg4ayye1A
https://hcpss.zoom.us/webinar/register/WN_qb-usHCzTwOfkIVYNdzpsw
https://hcpss.zoom.us/webinar/register/WN_xPKsvYI8TyCEMkcru715vQ
https://hcpss.zoom.us/webinar/register/WN_qXKDncyYRd2C7xf2JRD3Hg
https://hcpss.zoom.us/webinar/register/WN_6spEtkkZTeOC2Qmh7ocThA
https://hcpss.zoom.us/webinar/register/WN_757PpqAlShWb8qFHQtQeQg
https://hcpss.zoom.us/webinar/register/WN_eCAIq3YUSUe5TyylsfJJLA
https://www.hcpss.org/schools/dec
https://help.hcpss.org/DE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