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rtual Graduations and Distribution of Graduation Material (Intl. Student & Family Svces. - Korean: KK 5/20) 

 
 

가상 졸업식과 졸업 용품 배부 

  

가상 졸업식 
2020년 6월 4일 목요일부터, 하워드 카운티 공립 학교 시스템(HCPSS)의 모든 

고등학교와 씨더 레인 학교는 가상 졸업식을 거행합니다. 전통적으로 직접 참여하는 

축하 의식을 그 어느 것도 흉내낼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HCPSS 와 고교 교장들은 

2020년도 졸업생을 일일이 인정하고 축하해줄 최상의 대체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축하하는 일정은 학교들 나름대로 후일에 잡을 예정입니다. 

 

가상 졸업식은 사전 녹화될 예정이지만 학생 연설과 학생 공연, 카운티 대표자의 축사, 

교육감의 졸업생들 치하, 이사회 멤버의 졸업장 수여, 그리고 학사모의 술 돌리기 등을 

포함하여 이미 계획된 프로그램에 근접하게 맞춰질 것입니다.  가상 졸업식은 온라인 

접속상의 안정성 때문에, 이 특별한 축하 자리를 디지털적으로 방해하려는 사람들의 

마땅치않은 방해를 예방하고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자리에서의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의 

위협을 제거하고자 사전 녹화되는 것입니다.  

 

졸업장 수여 시 졸업생들 한 명 한 명을 부각시키기 위해, 각 졸업생의 짧은 영상이 

만들어져(5-10초) 학교가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제출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녹화시 

학사모와 가운을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영상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신의 졸업 

사진이 대신 사용될 것입니다. 교직원이 학생의 이름을 호명할 때 각 학생의 영상(소리 

없이) 또는 사진이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가상 졸업식은 6월 4일-9일 사이에 시차적 일정으로 방송되어 졸업생이 한 학교 

이상에 있는 가족들을 고려함은 물론, 학생들과 가족,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원하면 여러 

졸업식을 시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졸업식은 또한 졸업일에 근접하여 제공될 일정에 

따라 HCPSS 텔레비전 채널(하워드 카운티의 Verizon 42 & Comcast 95)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가상 졸업식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Information on virtual graduations)에서 볼 수 

있고, 아래에 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6월  4일 

• 오전 10시- Mt. Hebron 고등학교  

• 오후 2 시 - River Hill고등학교  

• 오후 6 시 - Centennial고등학교  

 

6월  5일 

• 오전  9 시 - Oakland Mills고등학교  

• 오후 12 시 - Wilde Lake고등학교  

• 오후 3 시 - Marriotts Ridge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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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 오전 9 시 - Cedar Lane학교  

• 오후 12 시 - Reservoir고등학교  

• 오후 3 시 - Hammond고등학교  

• 오후 6 시 - Atholton고등학교  

 

6월  9일 

• 오전 10 시 - Glenelg고등학교  

• 오후 2 시 - Long Reach고등학교  

• 오후 6 시 - Howard고등학교  

 

졸업식 시청 

HCPSS는 각 졸업식을 온라인으로 방송하게 됩니다. 각 졸업식이 끝난 직후에 녹화된 

영상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HCPSS는 HCPSS TV 케이블 채널 42 (Verizon) 

와 95 (Comcast)로도 졸업식을 방송할 것입니다. DVD 서비스는 작년에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가상 졸업식은 당분간 온라인에 게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졸업장 

졸업장은 5월 말에 배부됩니다. 각 학교는 졸업생들이 학교/학교 시스템 소유의 물품을 

갖고 있을 경우에 반환하고 자신의 졸업장 및 졸업장 커버를 받을 날짜를 줄 것입니다. 

학생들은 남은 학업을 위해 여름동안에 계속 HCPSS 크롬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기를 반환하면 졸업장이 주어지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학교로 하기 바랍니다. 

 

졸업 용품 배부 

학교들이 졸업 용품 배부와 학교 소유물 수거에 대한 일정 및 지침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을 시작으로, 각 학교는 부모님 그리고/혹은 졸업생이 언제 졸업 

용품을 픽업하고 학교 용품을 반환할 지 자세한 일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지금 

시기에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밀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정된 

일정을 준수함은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학생과 가족은 마스크를 써야 하고 작업하는 모든 교직원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할 것입니다.  학교들은 지정된 시간에 올 수 없는 학생들/부모들에 대한 지침도 

드리게 됩니다. 

 

학교들은 체크인 지점과 학사모, 가운, 기타 졸업 용품 배부 지점, 교과서 및 크롬북 

수거 지점, 운동 장비 및 악기 등 기타 학교 용품 수거 지점 등 몇 군데 스테이션 설치에 

따른 동선 유형을 갖출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졸업식 때 삽입될 영상을 위해 

학사모와 가운을 입고 5-10초 정도의 간단한 영상을 찍는 기회도 갖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녀의 학교에서 곧 보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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