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O2O•21

학생 학사 일정표

8월 12일

수요일

개학일/1학기 시작

9월 7일

월요일

노동절 (학생 휴일)

10월 8, 9,12일

목,금,월요일

가을 방학 (학생 휴일)

10월 21, 22일

수, 목요일

킨더가든–8학년 조기 하교일

11월 3일

화요일

선거일(학생 휴일)

11월 23–27일

월-금요일

추수감사절 휴일 (학생 휴일)

12월 16–18일

수-금요일

고등학교에서의 시험 기간 동안의 조기 하교일

12월 18일

금요일

1학기 종료

12월 21–1월 5일

겨울 방학(학생 휴일)

1월 6일

수요일

개학일/2학기 시작

1월 18일

월요일

마르틴 루터 킹 목사 기념일(전국적인 기념일) (학생 휴일)

2월 12일

금요일

학생 휴일 또는 악천후로 인한 휴교 보충일

2월 15일

월요일

학생 휴일

2월 17, 18일

수, 목요일

킨더가든-8학년 조기 하교일

3월 12일

금요일

학생 휴일 또는 악천후로 인한 휴교 보충일

4월 5–9일

월-금요일

봄 방학 (학생 휴일)

5월 24–26일

월-수요일

고등학교에서의 시험 기간 동안의 조기 하교일

5월 26일

수요일

마지막 수업일/2학기 종료

중요한 정보
본 학사일정은 7월 7일자 수정된,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이하 GCPS)의 학사 일정에 근거합니다. 계획 변경으로 인해 학교 학사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경우 스쿨 메신저를 통해 이를 가족들께 알리고 업데이트된 학사일정을 온라인상 게시할 것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일년에 두차례 학부모-교사 면담을 위한 조기 하교일을 갖습니다. 학생들은 평소보다 2시간 30분 일찍 하교합니다.
학사 일정에는 2일의 악천후로 인한 휴교 보충 수업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악천후로 인한 휴교시 다음과 같이 수업일을 보충하게 됩니다: 첫 번째
휴교일— 2월 12일에 보충함; 그리고 두 번째 휴교일— 3월 12일에 보충함.
유의하실 점: GCPS는 악천후로 인한 휴교 발생시 이미 확보된 수업 보충일, 디지털 학습일(DLDs), 그리고/또는 수업시간이나 수업일 연장을 통해 모자란
수업일을 보충하며 사용하지 않은 휴교 보충 수업일은 학생 휴일이 됩니다.
만일 악천후로 인해 학교가 휴교하거나 일찍 파할 경우, GCPS TV; 교육구 웹싸이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쿨메신저 (SchoolMessenger); 그리고
메트로 아틀란타 라디오와 TV방송국을 통해 공식적인 발표가 이루어지며 디지털 학습일과 종일 휴교에 대한 발표는 보통 아침 6시까지 이루어집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다음의 케이블 방송사에서 GCPS TV 를 시청하거나, 온라인 유선 생방송 프로그램 또는 on-demand (www. gcpstv.org)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AT&T U-verse - Local Government 아래 기재됨; Charter - 채널 180; Comcast - 채널 24 또는 26
Facebook에서 Gwinnett County Public
● (GCPS의 월간 이메일 소식지인) eNews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십시오.

Schools를 찾으세요.

● 교육구 웹싸이트의 학부모 텝(Parent tab)을 통해 Parent Tips와 기타 교육자원을 살펴보십시오.

Twitter의 GwinnettSchools에서 GCPS를

● 매월 3 번째 목요일에 열리는 교육구 이사회 미팅에 참석하시거나 온라인이나 GCPS TV 에서

팔로우 하세요.

미팅을 방청하십시오.

Instagram에서 Gwinnett Schools를 찾으세요.

● 카운티내 학교 소식은 gcps-communique.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interest의 Gwinnett Schools에서 이사회를

온라인으로 팔로우하세요.

살펴보세요.

교육구 소식과 최근 행사들을 온라인으로 살펴보세요. www.gcpsk12.org

“Teaching Gwinnett” 팟케스트를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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