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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가정과  학교의  연계가 평생 학습을 가져옵니다!        
  자녀 교육의 중요한 일원이 되십시오!          

 

자녀가 항상 제시간에 학교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 함께 학생/학부모 안내책자를 읽을 보시고 자녀가 학교에서 자신의 할일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 최대한 자주 가족이 함께 저녁을 드세요. • 그날 그날 학교생활이 어땠는지를 물어보세요. • 숙제에 관해 

물어보시고 – 자녀가 다 끝냈으면 검토도 해주십시오. • 숙제 하는 걸 어려워하거나 자녀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교사에게 알리십시오. • 매일 자녀가 취미로 책을 읽도록 해주세요. • 도서관에 자주 함께 가주세요. 학생의 GCPS ID로 

연체된 책에 대한 벌금 없이 카운티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파트너 프로그램인 Branch Out!에 학생을 등록해 주세요. • 자녀 친구들의 

이름을 알아놓으세요. • 개방형 질문, 상상적 놀이, 만들기와 창의력을 키워주는 아동 친화적인 공간을 이용해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북돋아주세요. • 자녀를 매일 안아주세요. • 자녀가 좋은 디지털 시민이 되도록 격려하십시오. • 자녀가 어떤 소셜 미디어 앱을 쓰는지 

알아놓으세요.  온라인 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안전한지 또 글을 올릴 때 왜 조심해야하는지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 적어도 일 년에 

두 번은 저학년 자녀의 선생님을 만나도록 해보세요. 고학년 자녀의 선생님과는 이메일 또는 학부모의 밤을 통해 소통하세요.  • 

온라인에서 학교의 중요한 정보를 자주 확인하세요. 

귀넷 카운티 교육구 웹사이트인 www.gwinnett.k12.ga.us를 검색하십시오. 
학부모님은 자녀의 교육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너이자 성공적인 학교 생활에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필요한 정보, 도구, 유용한 팁을 

학교 시스템 웹사이트에서 다양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Parents 탭에서 눈여겨 볼 페이지… 

 
• Parent Portal (학부모 포털) – 때에 맞춰 자녀의 성적, 

출석, 생활 기록, 그리고 시험 내역을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를 통해 Parent Portal에 

등록하십시오. 학년 초에 신상정보가 정확한지 학인하시고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학교측에 알리십시오. 

• MY eCLASS Student Portal(학생 포털) - eCLASS 

이니셔티브의 일부분으로서 학년별 디지털 교과서와 기타 

참고 자료, 온라인 리서치 라이브러리, 미디어 카탈로그, 

e북, 기타 등등을 학생들이 단 한번의 로그인만으로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 Testing Information(시험 정보) - 약속이나 그 외 결석 

일정을 잡으시기 전에 필수 시험 일자를 확인하세요. 

시험일에 출석하여 자녀는 자신의 지식 수준을 보여줄 수 

있고 교사는 교육 상황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ducation tips for parents(자녀 양육에 관한 조언) – 

부모는 자녀의 제일 중요한 일순위 교사입니다. 교육 

수준과 지원에서부터 온라인상의 안전, 나아가 대학 

준비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 팁 목록이 가족 단위 서비스 

정보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 More resources for your family(가족들을 위한 기타 교육 
자원) – 웹사이트에서 지역의 학교, 온라인 학습, 과외활동 

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 Information on your child’s school experience((자녀 

학교에 관한 정보) – Gwinnett의 AKS 커리큘럼, 평가, 진급 

기준, 교실 지도 및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영양, 교통, 

안전, 건강과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Links to news, publications, and other ways to stay 

informed(학교 뉴스, 출판물, 기타 학교와 교육구에 관한 
정보를 접하실 수 있는 링크) – 온라인상에 학사일정, 

학부모 안내책자, AKS 브로셔와 책자, Essentials 

뉴스레터, 학교 성과 보고서뿐 아니라, Communiqué 

온라인 매거진, 지역 학교 웹사이트, 기타 교육 관련 참고 

자료의 링크가 제공됩니다. 또한 온라인 스트리밍 비디오와 

GCPS TV 온디멘드 도서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RSS 피드와 GCPS eNews를 수신하도록 등록하실 

수 있고 Facebook, Twitter, 그리고 올 해 처음 선보이는 

Pinterest와 Instagram으로 귀넷 카운티 교육구와 

소통하십시오. 

• SchoolMessenger(학교메신저) – 전화, 이메일 또는 

문자를 통해 교육구와 학교로부터 비상 알림 메시지를 

받으십시오. 비상 상황이 아닌/일반 메세지와 출석에 관한 

공지는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학부모 포털 계정을 

통해 SchoolMessenger에 엑세스한 후 기본설정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귀넷 공립학교에서 보내는 

메시지는 1-844-248-6644에서 발송됩니다. 이 번호를 

연락처에 저장해 놓으시면,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걸려온 전화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세지를 듣는 중간에 언제든지 “5번”를 

누르시면 수신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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