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2019 썸머 프로그램 미리보기
HCPSS를 통해 이용 가능한 썸머 프로그램 요약
혁신적 진로(Innovative Pathways)
고교 썸머 프로그램
HCPSS의 혁신적 진로 썸머 프로그램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졸업장 취득을
목표로 하는 진급생에게 학업 성취와
가속화를 지원하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
프로그램은 다양한 과목 및 수준의 고교
학점 수여 과목들을 제공한다. www.
hcpss.org/summer/에서 썸머 프로그램
책자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장소
Atholton 고교
대면 수업 수업: 오전 8:00~오후12:45
수학,과학,평생신체단련, 그리고 보건
혼합형 디지털 과목: 오후1:30-4시
수업 진행은 월, 수, 금 혹은 화, 목, 금

영어9, 영어 10, 영어11, 미국사,
현대세계사, 평생 신체단련, 보건, 컴퓨터
사이언스 탐구하기-Honors, 기하G/T

Hammond 고교
대면 수업 과목: 오전7:30-오후12:15
영어, 이솔, 미술, 사회, 세계의 언어, 그리고
직업아카데미 과목들

교통편은 제공되지 않음.

수강료
오리지널 학점
(1학점): $550
보건 또는 평생신체단련 (.5 학점): $325
보건 그리고 평생신체단련 (1학점): $550
보건과 평생신체단련 과목
세션 I: 6월24일~7월13일
오전: 보건 또는 평생신체단련 (대면 수업)
오후: 보건 또는 평생신체단련
(혼합형 디지털)
세션 II: 7월15일~ 8월2일
오전: 보건 또는 평생신체단련 (대면 수업)
오후: 보건 또는 평생신체단련
(혼합형 디지털)

혼합형 디지털 과목
스케줄: 월,수,금 혹은 화,목,금
오후 1:30~4시
날짜: 6월 24일-8월 1일
HCPSS의 혼합형 디지털 과목들
(오리지널 학점)은 전통적 대면 수업
환경과 독자적 온라인 수업을 겸해서
제공한다. 학생들은 그만큼 독자적이고
유창한 독서자라야 하고 대체 형태의
학습을 취하려는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혼합형 과목은 과목
진행 기간동안 컴퓨터와 인터넷에
문제없이 접속할 것이 요구된다.

혼합형 디지털 과목들에 대한 필수
오리엔테이션이 6월24일 월요일 오후
1:30-4시에 Atholton 고교에서 열릴
것이다. 2차 세션에만 등록한 학생들은
7월15일 월요일 오후 1:30-4시에 만나게
된다.

온라인 전용 디지털 과목
비용: $550
날짜: 6월24일~8월2일
두 온라인 과목, 현대세계사 Honors
와 미국사 G/T가 제공된다. 필수
오리엔테이션이 6월24일 월요일 오후
1:30-4시에 Atholton 고교에서 열릴
것이다. 또한 직접 나와서 시험을 두번
치게 되는데, 프로그램 중반과 프로그램
종강시이다.
날짜: 6월24일~8월2일
디지털 과목에 등록하는 학생은 수업
시작 이전에 온라인 오리엔테이션과
수업 시작시의 직접 나와서 받는
오리엔테이션을 완수해야 한다.

등록 정보
등록은 두가지 방법으로 실시된다: www.
hcpss.org/connect/에서 온라인으로
혹은 Homewood 센터에서 현장 등록할
수 있다.

현장 등록
Homewood Center(홈우드 센터)
10914 Clarksville Pike
Ellicott City, MD 21042
현장 등록이 홈우드 센터에서 2월 1일과
3월1일 금요일 오후 6-8시 그리고 3월6
일과 4월10일, 5월8일, 6월12일 수요일
오후 4:30-7시, 6월 15일과 22일 토요일
오전 9시-11시에 진행될 것이다.
수강료가 전액 지불될 때 까지 최종
등록은 보류된다.
담당자: Alice Giles
전화: 410-313-6627
이메일: InnovativePathways@hcpss.org

직업 아카데미 썸머 프로그램
중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제공되는
커리어 아카데미를 탐구하는 한편 자신의
관심을 여러 직종 분야에 연결해볼 수
있는 활동들에 참여하게 된다. 건축
디자인/건설, 애니메이션/ 그래픽
디자인, 조리 과학, 사이버안보, 자동자
테크놀로지, 생명공학, 그리고 엔지니어링
등의 수업들이 포함된다. www.hcpss.
org/ summer/에서 썸머 프로그램 책자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기 바란다.
장소: 응용 및 조사연구실 건물(ARL)

온라인 등록

날짜: 6월 24일~28일

2월부터 4월에 걸쳐 각기 다른 과목에
대한 등록이 매달 실시될 것이다. 등록
기간은 매달 첫날의 오후 6시부터 매달
15일 오후 6시까지이다.
종합 썸머 스쿨 등록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온라인상에서 먼저 실시된다:

시간: 오전9시 ~ 오후3시

2월 1일 – 영어, 수학, 과학, 사회
3월1일 – 미술, CRD, 이솔, 9학년을 향한
준비, 평생 신체단련과 보건, 세계의 언어
어느 과목의 등록이 개시되면, 그 과목은
차후 매달 등록시 언제든 등록할 수 있다.
3월1일 이후에는 모든 과목에 대한 등록이
가능하다.

썸머 스쿨 책자는 www.hcpss.
org/summer/에 게시되어 있다.
인쇄본으로 책자가 필요하면
학교 교무실 직원에게 문의
하도록 한다.

수강료: 학생당 $200

급식이나 교통편은 제공되지 않는다.
학생은 점심을 싸 와야 한다.
오전8-9시 그리고 오후3-4시까지 방과전후
돌보미 제공이 가능한데, 아침 혹은 오후 케어
이용시 일주일에 $25, 모두 이용시 $50이다.

등록 정보
현재 6-11학년생이 등록할 수 있다.
온라인 등록서를 www. hcpss.org/
summer 에서 받아 2019년6월 1일 까지
작성해야 한다.
담당자: Stephanie Discepolo
전화: 410-313-7493
이메일: stephanie_discepolo@hcpss.org

7월 4일(공휴일)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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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썸머 프로그램 미리보기
썸머 연구소
K-4학년
하워드 카운티의 K-4학년 대상 썸머
연구소는 킨더가튼부터4학년에 이르는
진급생들에게 가속화와 심화 학습을
제공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아침에는
읽기와 수학 실력 향상을 위한 과목들을
이수하며 오후 세션은 재미와 창의성,
표현력과 탐구를 강조하는 STEM(과학,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수학), 미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세계의 언어 그리고
기타 프로젝트 및 탐구 기반의 과목 등
심화 학습 과정이 제공된다.

5-9학년
이 프로그램은 하워드 카운티의 5-9
학년 진급생으로 수학, 영어 그리고 학년 수준에 따라- 과학이나 사회 과목을
듣게 될 학생들에게 연장 학습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들은 드라마, 아프리칸
어메리칸 학습, 힙합춤, 저널리즘, 미술,
엔지니어링 등 광범위한 심화 과정에
참석할 기회를 갖게될 것이다. www.
hcpss.org/summer/에서 썸머 프로그램
책자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장소: K-4학년 Clarksville 초등학교
5-9학년 River Hill 고등학교
스케줄: 학업 과목: 오전
점심 및 쉬는 시간
심화 과목: 오후
날짜: 7월1일~7월 26일
시간: 오전 8:30 - 오후 3시
급식: 점심 제공
교통편: 카운티 전역에 걸쳐 학교와 기타
장소들에 커뮤티니 버스 정류장 들을
결정하여 6월중 공지할 것이다.
수강료: $650

등록 정보
등록은 www.hcpss.org/summer/에서
온라인으로 받게 된다.
우편 등록은 받지 않는다.
썸머 연구소 등록은 2월 1일 (오후 6시)에
시작된다
부모들은 등록을 위한 간단한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고 신청서 완수 순서대로
이메일로 연락을 받게될 것이다.

현장 지불

현장 지불

Homewood Center(홈우드 센터)
10914 Clarksville Pike
Ellicott City, MD 21042

Homewood Center(홈우드 센터)
10914 Clarksville Pike
Ellicott City, MD 21042

홈우드 센터에서 2월 1일 금요일 오후 6
시-8시, 2월6일 수요일 오후 4:30 -7
시, 3월1일 금요일 오후 6시-8시에 현장
지불할 수 있다.
수강료 전액이 4월30일까지 지불될
때까지는 과목 최종 등록이 보류된다.
우편 등록은 받지 않는다.
담당자: Alice Giles
전화: 410-313-6627
이메일: summer_school@hcpss.org

홈우드 센터에서 2월 1일 금요일 오후 6
시-8시, 2월6일 수요일 오후 4:30-7
시, 3월1일 금요일 오후 6시-8시에 현장
지불할 수 있다.
수강료 전액이 4월30일까지 지불될
때까지는 과목 최종 등록이 보류된다.
우편 등록은 받지 않는다.
담당자: Alice Giles
전화: 410-313-6627
이메일: summer_school@hcpss.org

세계의 언어 프로그램

재능 개발을 위한G/T 썸머
연구소

반나절 세계의 언어 수업을 수강할
학생은 $350을 추가 지불하고 5-9
학년 대상의 심화 수업을 신청할 수도
있다. 등록이 다 차게 되면 세계의
언어에 등록한 어떤 학생도 오전의 학업
프로그램으로 이동할 수 없다.

8학년 스페인어
7학년 때 세계의 언어를 수강하지 않았던
8학년으로의 진급생은 스페인어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과목은 2019~2020학년도에
학생이 적합한 8학년 언어 과목을 등록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줄 것이다. 신청
인원이 적을 경우엔 폐강될 수도 있으니
조기 등록을 권하는 바이다.
장소: River Hill 고등학교
시간: 오전8:30~ 오후12:15
날짜: 7월 1일~26일
수강료: $350

등록 정보
등록은 www.hcpss.org/summer/에서
온라인으로 받게 된다.
우편 등록은 받지 않는다.
썸머 연구소 등록은 2월 1일 (오후 6시)
에 시작된다
부모들은 등록을 위한 간단한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고 신청서 완수 순서대로
이메일로 연락을 받게될 것이다.

G/T썸머 연구소는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학기 중 보통 받을 수 없는 고급 수준의
수업 지도와 심화 체험을 제공해 준다.
고급 수준 과목들로는 수학, 과학, 사회,
언어, 테크놀로지, 예술 등이 가능하다.
교과 과정은 재능 개발에 중점을 두며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엄격한 활동을
제공할 것이다.
세션 I: 7월 1일~7월 12일,
오전 8:30~오후 12:30
수강료: 학생당 $288
세션 II: 7월 15일~7월 26일,
오전 8:30~오후 12:30
수강료: 학생당 $320
장소: Wilde Lake 고등학교
급식이나 교통편은 제공되지 않음.

등록 정보
1-8학년으로의 진급생들은 www.hcpss.
org/gt에서 등록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Gifted and Talented 사무실로 2019년
5월 1일자 까지의 소인이 찍혀 보내져야
한다.
등록은 우편으로만 받는다.
담당자: LaDonna Norjen
전화: 410-313-6671
이메일: ladonna_norjen@hcpss.org

미결제 잔액이 있는 학생은 누구도
등록할 수 없다.

미결제 잔액이 있는 학생은 누구도 등록할
수 없다.

7월 4일(공휴일)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휴강한다.

썸머 스쿨 책자는 www.hcpss.
org/summer/에 게시되어 있다.
인쇄본으로 책자가 필요하면
학교 교무실 직원에게 문의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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