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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크롬북 그리고/또는 인터넷 필요를 확인하기 위해 지금 로그인 하기 

 
이전에 공지 previously announced한 것처럼, 보조금과 여분의 기금으로 말미암아, HCPSS는  
예비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학생들을 위해 궁극적으로 학생 대 기기의 비율 1:1을 
달성하는데 충분한 양의 기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매업체의 지연으로 주문량이 
예정대로 도착하지 않아 HCPSS는 기기 배포 계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가디언은 자녀의 학교에서 크롬북(Chrombook)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앞으로 몇 주 내에 받아보시게 됩니다.  
 

● 초등학교 학생들: 
○ 예비유치원에서 5학년에 이르는 모든 학생은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기기를 
제공받게 됩니다.  

○ 여기 해당하는 학생들의 부모/가디언께서는 기기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크롬북 수령에 대한 정보는 사용 가능하게 되는 즉시 알려드릴 것입니다.  

● 중학교 학생들: 
○ HCPSS는 첫 분기 이내에 모든 중학생들에게 크롬북을 제공할 것입니다.   
○ 기기가 도착하는 동안, 당장 기기가 필요할 경우 중학교 학생의 
부모님/가디언께서는 기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기기에 대한 학생들의 접속성에 근거하여 신청이 
우선시 될 것입니다.  

● 고등학교 학생들: 
○ HCPSS는 학년도 내에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크롬북을 제공할 것입니다.   
○ 기기가 도착하는 동안, 당장 기기가 필요할 경우 고등학교 학생의 
부모님/가디언께서는 기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기기에 대한 학생들의 접속성에 근거하여 신청이 
우선시 될 것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가정들은 아래와 같은 지침에 따라 크롬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가정들은 기기 신청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크롬북 외에도, 인터넷 접속이 안되는 가정은 아래의 지침을 사용하여 학교 시스템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HCPSS는 Bright Minds Foundation 그리고 Comcast 와 공조하여 컴캐스트 인터넷 
이센셜 Comcast Internet Essentials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 여건이 되는 가정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HCPSS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가정들에게 제한된 숫자의 핫 스팟을 
우선적으로 배포할 것입니다.   
 
크롬북이나 인터넷의 필요를 확인하려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1. 부모/가디언은  log in to HCPSS Connect로 로그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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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hcpss.org/news-posts/2020/08/hcpss-announces-grant-awards-acceleration-of-11-device-deployment/
https://www.internetessentials.com/covid19
https://www.hcpss.org/connect/
https://www.hcpss.org/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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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왼편 메뉴의 마지막 선택인  “More Options”을 누른 후 화면 상단 중앙 가까이에 있는 
“Student Technology” 를 선택하세요.  

3. HCPSS Student Technology 화면에서, 드롭다운 화살표를 사용하여 각 학생을 위한 
테크놀로지 신청을 표시합니다. 변경 내용은 즉시 저장됩니다.   

4. 기기가 이미 발급된 상태라면 인벤토리 목록에 보일 것입니다.  학생이 만약 발급된 
기기를 이미 갖고 있을 경우, 새로운 요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5. 가정에서는 픽업 장소나 일정 등 필요한 정보를 담은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