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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2022 HCPSS 디지털 교육 센터 참여를 위한 작정 2021년 5월 5일까지 

 
하워드 카운티 공립 학교 시스템은 2021-2022 학년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기 원하는  
K-12학년 진급생들에게 풀타임 온라인 옵션을 주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확정되면, 디지털 교육 센터 (DEC)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DEC와 자신의 본교에서 지원 
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온라인으로 수강과 학점 취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DEC학생들은 자신의 본교에 계속해서 등록이 되며 만약/일정과 교통편이 허락될 때 본교에서 
운동 및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DEC에 참여하기로 작정한 부모/가디언은 HCPSS Connect Synergy에 5월 5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 (아래의 지침을 보십시오) 로그인 하십시오. 가정들은 DEC에 2021-2022 학년 전체 
기간 동안 참여할 작정을 해야합니다. 2021-2022 학년 중에 대면 수업 옵션이 가능해질 경우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은, DEC에 등록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감과 교육이사회 구성원은 
대다수 HCPSS 학생들에 대하여 정상적인 5일간 대면 학습 형태로 돌아갈 것을 고려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2021-2022 학년도에 대한 공식적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DEC에 참여하기로 작정한 부모님/가디언은 다음 사항을 인지해 주십시오: 

● 이것은 귀하의 자녀가 2021-2022 학년에 DEC에 출석할 것을 작정하시는 것이고 
학생이 수업을 받으러 본교로 돌아갈 것을 선택할 경우 재배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DEC 환경에서는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DEC 환경에서는 적용될 출석 요건이 있을 것입니다.   
● DEC의 시행은 HCPSS 교육이사회의 기금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기금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본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details about the DEC(DEC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DEC in general (전반적인 DEC) 및 student-specific information(학생 관련 구체적 
정보)에 대한 자주 제기되는 질문과 답변을 가족들이 검토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DEC에 참여하기로 작정한 가정은 2021-2022 학년 최종 등록 전에 학생의 수강 과목들을 
검토하기 위해 앞으로 몇 주 후에 DEC직원의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이 결정은 현재 학년도에 
대하여 학생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작정서에 접속하시려면: 

1. 부모님/가디언의 계정 정보를 사용하여 Log in to HCPSS Connect Synergy 에 
로그인 하십시오 

2. 왼편에서 More Options를 선택하십시오 
3. 페이지 중간에 있는 Digital Education Center Commitment(디지털 교육 센터 
작정서)를 선택하십시오   

4. 양식에 있는 질문들을 각 자녀별로 작성하시고 “save”(저장)을 누르십시오. 
 
킨더가튼에 올라가는 학생의 가정들은 이 작정서에 접속이 안됨을 주지해 주십시오. DEC에 
관심이있는 가정은 자녀가 2021-2022 학년도에 등록될 학교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교육 센터에 대한 문의 사항은 무엇이든 DEC@hcpss.org로 이메일 하십시오. 온라인 
작정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자녀의 학교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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