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DOE가 학생의 학습과 지원을 위해 확장된 여름 학습 기회를 발표합니다 

 

하와이 주 교육부(Hawai‘i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HIDOE) 학교들은 완전한 대면 학습으로 전환하고 2021-

22학년도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요구를 다루기 위해 

포괄적인 여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교는 팬데믹 기간 동안 참여가 부족했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관심이 높은 프로그램은 물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관심 

분야를 탐구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심화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 열심해 노력해 왔습니다."라고 Dr. Christina Kishimoto 

교육감은 말합니다. “프로그램은 유치원에 입학하는 학생을 위한 전환 프로그램에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위한 유급 

여름 인턴쉽에 이르기까지 전 학년에 걸쳐 제공됩니다." 

 

기존의 썸머스쿨 외에도, 교육부는 아래 설명하는 모델을 통해 참여적인 여름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족들은 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자녀의 학교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식 썸머스쿨 

공식 HIDOE 썸머스쿨 프로그램은 K-12학년 학생들의 심화, 개선, 학점 미리 이수(credit advancement), 또는 학점 

취득(credit recovery)을 위해 풍부한 보충 교육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9-12학년 학생들은 E-

스쿨을 통해 여름 학습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썸머스쿨 개설 목록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학교 기반 여름 학습 허브 

여름 학습 허브는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교 수준에서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6가지 유형이 있는데, 학점 

미리 이수(credit advancement), 학점 취득(credit 

recovery), 심화(enrichment), 개입(intervention), 

개선(remediation), 전환(transition)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날짜와 교육 모델은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학습 허브의 예로 모든 HIDOE 초등학교가 하와이 P-20 

교육 파트너쉽(Hawaiʻi P-20 Partnerships)과 협력하여 

제공할 수 있는 썸머 스타트 유치원 전환 

프로그램(Summer Start Kindergarten Transition Program)이 있습니다. 이 3주간의 무료 프로그램은 유치원 

신입생으로 유아원 경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학생들에게 교실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난 여름 시범 운영한 모바일 지역사회 기반 학습 허브는 이번 여름에도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Lāna‘i, Moloka‘i, Hāna 및 Ka‘ū-Kea‘au-Pāhoa Complex Area. 

 

자세한 내용 및 현재 HIDOE 학교 기반 여름 학습 허브의 지도는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hawaiipublicschools.org/TeachingAndLearning/SpecializedPrograms/SummerSchool/Pages/Summer-Learning.aspx
https://sites.google.com/hawaiidoe.k12.hi.us/e-school/registration/summer-2021-registration
https://sites.google.com/hawaiidoe.k12.hi.us/e-school/registration/summer-2021-registration
https://www.hawaiipublicschools.org/TeachingAndLearning/SpecializedPrograms/SummerSchool/Pages/home.aspx
https://www.hawaiipublicschools.org/TeachingAndLearning/SpecializedPrograms/SummerSchool/Pages/Learning-Hub.aspx


 

전문 학생 지원 

전문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연장 학습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연장 

학기(Extended School Year, ESY), 영어 학습자의 연장 학습 기회(English Learner Extended Learning 

Opportunities), 장애 학생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Special Support Program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대체 학습 프로그램 지원 및 서비스(Alternative Learning Program Support and Services, ALPSS)가 해당됩니다. 

 

월반 학습(Accelerated Learning) 

월반 학습을 위해 9-12학년 학생들에게 HIDOE와 하와이 대학교 시스템의 협업인 조기 대학(Early College)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학생이 성공적으로 과정을 수료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요건(이중 

학점)을 충족하면서 대학교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진로, 지역사회 학습 

일반적으로 과외 활동, 지역사회 기반 학습, 또는 파트 타임 근무에 참여하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HIDOE 주 사무실은 여름 인턴쉽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턴쉽은 6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학습 과정 외에 여름철에는 다음 서비스 및 지원이 제공될 것입니다. 

 

여름 급식 프로그램 

HIDOE는 여름 식품 서비스 프로그램을 중단 없는 여름 옵션(Seamless Summer Option, SSO)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참여 학교 장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곧 제공됩니다. 

 

하와이 케이키 핫라인(Keiki Hotline) 및 원격의료 서비스 

의료 자원에 대한 공정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된 하와이 케이키 의료 핫라인 및 원격의료 서비스는 

학생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는 HIDOE 학생, 가족 및 직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여름 운영 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6월 7일부터 7월 23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3시까지입니다. 수신자부담 전화, (844) 436-3888로 연락하십시오.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YES 프로젝트 

HIDOE는 지원이 제공되기 어려운 불안정한 주거 환경의 학생과 가정을 참여시키고, 식품, 위생용품 등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공하며, 즐거운 교육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YES 프로젝트를 지속할 것입니다. 각 지리적 지역은 현지 

필요성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결정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HIDOE 여름 프로그램 및 기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it.ly/HIDOEsummerlearnin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hawaii.edu/dualcredit/early-college/
http://bit.ly/HIDOEsummerlear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