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설명프로그램 설명
BSAP 썸머 연구소 BSAP 썸머 연구소 (K-9학년)(K-9학년)
BSAP 썸머 연구소 프로그램은 K-9학년으로 올라가는 HCPSS 
학생들을 위해 가속화와 심화 학습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  
오전에는 해당 학년의 특정 학업 과목(읽기/영어 그리고 수학)
을 수강하며 오후에는 다양한 심화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된다.  
연락처: Summerlnstitute@hcpss.org 또는410-313-1598.

혁신적인 진로(Innovative Pathways) 혁신적인 진로(Innovative Pathways) 
(9-12학년)(9-12학년)
혁신적 진로 고교 프로그램은 졸업장 취득을 목표로 하는  
9학년 진입생과 현 9-12학년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와 
가속화를 지원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과목 및 수준의 고교 학점 수여 
과목들을 택하게 해준다. 

전통적으로 직접 만나는 수업은 오전에 열리고 혼합형 
및 온라인 전용 과목들은 오후에 제공된다.  연락처: 
lnnovativePathways@hcpss.org 또는 410-313-6627.

재능 개발을 위한 영재(G/T) 재능 개발을 위한 영재(G/T) 썸머 연구소썸머 연구소  
(1-8학년)(1-8학년)
G/T 썸머 연구소 프로그램은 1-8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고급 수준의 수업 지도와 학기 중에 정규적으로 
받기 힘든 심화 체험을 하게 해준다. 수학, 과학, 사회, 언어, 
테크놀로지 및 순수 예술에 대한 재능 개발에 중점을 둔 
엄격한 지도가 제공된다. 연락처: GTSummer@hcpss.org  
또는 410-313-6671.

등록 요청등록 요청
등록 요청은 부모나 가디언, 학교 카운셀러 또는 성취 연락관(achievement liaison)이 할 수 있다. 현장이나 온라인 접수를 하기 
전에 프로그램 설명과 날짜, 시간, 장소를 검토하기 바란다. 조기 등록을 적극 권장하는 바이다. 등록일 후반부로 갈수록 프로그램 
이용 가능 여부가 제한될 수 있다.

. 

 

HCPSS 학교들이 악천후로 인해 휴교할 경우, 등록은 다음에 학교가 재개되는 날로 미루어지게 된다.

HCPSS가  프로그램 배정을 완료하고 수강료 전액이 지불되기 전까지는 모든 등록 신청이 보류 HCPSS가  프로그램 배정을 완료하고 수강료 전액이 지불되기 전까지는 모든 등록 신청이 보류 
상태이다. 등록을 신청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으로의 배정이 보장되지는 상태이다. 등록을 신청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으로의 배정이 보장되지는 않는다않는다..  

썸머 스쿨 2020 미리 보기썸머 스쿨 2020 미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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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등록현장 등록
현장 등록은 다음 장소에서 실시된다.  

Homewood Center (HWC) Homewood Center (HWC) 
10914 Clarksville Pike10914 Clarksville Pike
Ellicott City,  21042Ellicott City,  21042

(교육청 캠퍼스에 위치)

요일 (장소)요일 (장소) 날짜날짜 시간시간
토요일 (HWC) 2020년 2월 1일 오전 9–11 

월요일 (ARL) 2020년 3월 2일 오후 6–8

수요일 (HWC) 2020년 4월 1일 오후 6–8

금요일 (HWC) 2020년 5월 1일 오후 6–8

월요일 (ARL) 2020년 6월 1일 오후 6–8

토요일 (HWC) 2020년 6월 6일 오전 9–11

토요일 (HWC) 2020년 6월 13일 오전 9–11

온라인 등록온라인 등록
온라인 신청은 HCPSS Connect 웹페이지(https://www.
hcpss. org/connect/)에 있는 Synergy Parent Portal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과목 수강 인원이 찰 때까지 매달 1일에
서 15일 사이에 가능하며 (3월 예외) 과목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은 해당 과목 대기자 명단에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날짜날짜 시작 시간시작 시간
2020년 2월 1-15일 오전 9시

2020년 3월 2-16일 오후 6시

2020년 4월 1-15일 오후 6시

2020년 5월 1-15일 오후 6시

2020년 6월 1-15일 오후 6시

KOREAN

Summer School Preview 2020 (Intl. Student & Family Svces. - Korean: KK 1/20)

Applications & Research Lab (ARL)Applications & Research Lab (ARL)
10920 Clarksville Pike10920 Clarksville Pike
Ellicott City, 21042Ellicott City, 21042



지불 비용지불 비용
썸머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은 프로그램 배정이 완료된 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이 배정을 받게 되면 지불에 대한 지침을 
받게될 것이다. 결제는 수표나 머니 오더 또는 신용 카드로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비용 전액이 지불되어져야 한다.

재정 보조재정 보조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보조가 가능하다. 현재 HCPSS
를 통해 무료 및 할인 급식(FARMs) 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자동으로 50 퍼센트의 수강료 할인을 받는다.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가족(FARMs를 받고 있지 않거나  FARMs를 
받고 있지만 추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은 재정 보조 
신청서(Financial Assistance Request form)와 요청 문서를 
제출하여 수강료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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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O W A R D  C O U N T Y  P U B L I C  S C H O O L  S Y S T E MH O W A R D  C O U N T Y  P U B L I C  S C H O O L  S Y S T E M

BSAP 썸머  BSAP 썸머  
연구소연구소

혁신적 진로혁신적 진로
재능 개발을 위한 G/T 썸머 재능 개발을 위한 G/T 썸머 
연구소연구소

학년학년
 K-9학년 진급생 9학년 진급생과

현재 9-12학년생

1-8학년 진급생

날짜/시간날짜/시간

날짜는 변경될 수 있다. 2020년 7월 3일은 휴강.날짜는 변경될 수 있다. 2020년 7월 3일은 휴강.

6월 29일-7월24일
오전 8:15-오후 2:45

6월 22일–7월 31일
오전 교실 수업: 
오전 7:30-오후 12:15

오후 혼합형 수업: 
오후 1:30-오후 4시 

오후 혼합형 및 온라인 전용수업을  
위한 필수 오리엔테이션필수 오리엔테이션은 2020년
6월 22일에 열린다.

세션 I: 세션 I: 
6월 29일–7월10일

오전 8:30-오후 12:30 

세션 II:세션 II:  
7월 13일–7월24일
오전 8:30-오후 12:30

장소장소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Phelps Luck Phelps Luck 
초등학교 초등학교 
(K-4학년)

HowardHoward 고등학교고등학교  
(5-9학년)

Oakland Mills 고등학교Oakland Mills 고등학교 
영어, 미술, 사회, 세계의 언어, 건강, 
신체단련, 직업 과목들 그리고 9학년으
로의 준비

Wilde Lake 고등학교Wilde Lake 고등학교 
수학, 과학, 그리고 9학년으로의 준비. 
오후의 혼합형 및 온라인 전용 과목  
모두(혼합형 보건과 신체단련 포함) 

Wilde Lake 중학교Wilde Lake 중학교
 

비용비용
프로그램들에 대한 재정 보조 가능프로그램들에 대한 재정 보조 가능

$650 $325 (0.5 학점)
$550 (1.0 학점)

$288 세션 I
$320 세션 II

교통편교통편
제공됨 
지역 버스 정류장

안됨 안됨

급식급식 점심 제공 점심 제공 간식 제공

연락처연락처
SummerInstitute
@hcpss.org

410-313-1598

InnovativePathways@hcpss.org

410-313-6627

GTSummer@hcpss.org

410-313-6671

한 눈에 보는 썸머 프로그램한 눈에 보는 썸머 프로그램

HCPSS가  프로그램 배정을 완료하고 수강료 전액이 지불되기 전까지는 모든 등록 신청이 보류 HCPSS가  프로그램 배정을 완료하고 수강료 전액이 지불되기 전까지는 모든 등록 신청이 보류 
상태이다. 등록을 신청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으로의 배정이 보장되지는 상태이다. 등록을 신청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으로의 배정이 보장되지는 않는다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