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신청등록 신청

• 첫 등록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1일2023년 2월 1일에 시작 되며   
현 HCPSS 학생들HCPSS 학생들로 제한합니다.

• 신청은 부모, 가디언, 학교 카운슬러 교사 또는 성취 
연락관이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HCPSS Connect 웹페이지, www.hcpss.org/www.hcpss.org/
connect/connect/ 에 있는 Synergy Parent Portal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BSAP 와 G/T 프로그램을 위한 등록 신청은 추첨을 
통해 완료됩니다. 선착순이 아닙니다. 학생이 어느 
과목에 등록되거나 해당 과목 대기자 명단에 올라갈 
때 가정으로 이메일이 갈 것입니다.

• 현신적 진로 고등학교 등록 신청은, 해당 기간 내의 
현재 학년 수준현재 학년 수준별로 우선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2023년 썸머 프로그램 미리보기2023년 썸머 프로그램 미리보기

하워드 카운티 공립 학교 시스템은 2023년 여름 동안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학업 및 심화 

옵션을 제공합니다. 과목 목록 및 시간표 등의 최신 정보를 썸머 프로그램 웹페이지 www.www.

hcpss.org/summerhcpss.org/summer 에서 찾아 보거나 오른 편 QR 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BSAP 썸머 연구소BSAP 썸머 연구소

(K–9학년)(K–9학년)

• HCPSS 학생들을 위한 가속화 및 심화의 기회

• 킨더가튼 또는 다음의 학년에 준비될 수 있도록 
제학년 및 윗학년 수준의 수업 지도

• 매일 오전은 수업 수준의 학습 과목 (영어/언어, 수학, 
과학, 사회), 그리고 오후는 광법위한 심화 기회

프로그램 기간:프로그램 기간: 4 주; 종일 수업
비용:비용: $650
연락:연락: SummerInstitute@hcpss.org 또는  
        410-313-1598

재능 개발을 위한 영재 (G/T) 썸머 연구소  재능 개발을 위한 영재 (G/T) 썸머 연구소  

(1–8학년)(1–8학년)

• 수학, 과학, 사회, 영어/언어, 테크놀로지 및 순수 
예술에 대한 재능 개발 제공을 위한 수업 지도에 
중점

• 학기 중 G/T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됨

프로그램 기간:프로그램 기간: 2 주; 반나절 수업
비용:비용: $256 (세션 1)/$320 (세션 2)
연락:연락: GTSummer@hcpss.org 또는 410-313-6671

혁신적 진로 고등학교혁신적 진로 고등학교

(9–12학년)(9–12학년)

• 고등학교 학점 이수 과목들; 오리지널 학점 및 학점 
만회

• 대면 및 온라인 과목들은 오전에 진행되고 온라인 
과목들은 오후에 제공

프로그램 기간:프로그램 기간: 6 주; 오전과 오후 과목들
비용:비용: $325 (0.5 학점)/$550 (1.0 학점)/$800 
        (2.0 학점)
연락:연락: IPSummer@hcpss.org 또는 410-313-6627

썸머 수학자들썸머 수학자들

(6–8학년)(6–8학년)

• HCPSS는 내일의 지도자 청소년 센터 (LTYC)와 
협력하여 수학 학업 심화와 사회 정서적 학습을 
제공

• FARMs 서비스나 정부 보조를 받으며 수학에서 
제학년 수준을 듣는 학생은 자격이 됨

프로그램 기간:프로그램 기간: 4 주; 종일 수업
비용:비용: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무료
연락:연락: Summer@LTYC.net 또는 443-261-5892

급식 및 교통편급식 및 교통편

• 프로그램 진행 장소에서 간식이나 아침/점심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BSAP, 혁신적 진로 그리고 썸머 수학자들은 
학생들을 위한 교통편을 지역사회 버스 정류장지역사회 버스 정류장을 
통해 배정합니다; 가가호호 배차는 하지 않습니다.

• 지역사회 버스 정류장은 학생 등록 상황을 근거로 
합니다.

재정 지원재정 지원

• 현 HCPSS 학생들을 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료 및 할인 급식 (FARMs)을 받는 학생들은 
자동으로 50%의 수업료 할인을 받습니다. 

• • www.hcpss.org/farms www.hcpss.org/farms 에서 FARMs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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