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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Gwinnett County Public Schools, 이하 GCP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미국 또는 조지아에 처음 오셨다면 아마도 저희 학교들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본 전입생 안내책자는 여러분께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드릴 

것입니다.  학부모, 교사, 학교 책임자간의 굳건한 파트너쉽은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습 성취를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파트너쉽, 참여와 참석이 요청됩니다.  여러분이 교육구의 정책, 절차 그리고 기대치를 잘 이해하실 

때 자녀가 성공적인 학습과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학습자들(English Learners, 이하 

EL)은 소속 학교의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EL  program)을 통해 추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L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도록 돕는 교수 프로그램입니다.  EL 학생들은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에 있어 학생들의 영어 실력 발달을 돕는 영어 능숙도 기준에 근거해 영어 교육을 받습니다.   

국제 전입생 센터(International Newcomer Center, 이하 INC) 

 조지아에서 가장 큰 교육구인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에는 프리-킨더가든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180,000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준의 학교를 지닌 교육구를 추구하는 귀넷 

카운티의 명성은 인터네셔날 지역사회에 알려지게 되어 많은 인터네셔날 가정들이 뛰어난 학교들과 

다양한 인종의 커뮤니티를 찾아 귀넷 카운티로 이주해 왔습니다.  국제 전입생 센터는 이러한  인터네셔날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INC 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새로운 중.고등학교 학생들(6-12 학년) 또는 다른 나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 

온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INC 의 목표는 이러한 학생들의 귀넷 카운티 학교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돕는 

것입니다. INC 에서는 영어와 수학 실력을 평가하고, 배정을 권고하며, 학생의 프로파일을 만들고, 학교 성적 

증명서를 평가하며, 학생들이 들을 코스 선택에 관한 조언을 합니다. INC 는 또한 졸업 요구조건, 제공 가능한 

학교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사회 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교사들에 적응하려 애 쓸 것입니다.  자녀의 

교사들과 학교 책임자들과의 긴밀한 의사소통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성공적인 학습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고자 부모님들께 

제공하는 학부모 워크샵과 학교 행사에 참여하십시오.  학부모 면담, 학업 관련 미팅및 학교 

행사시 한국어권 부모님들께 한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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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조직 

귀넷 카운티 교육 이사회와 교육감은 교육구의 통치 기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사회는 5 인의 이사진으로 

이루어지며 각 이사는 각기 다른 지리적 구역을 대표합니다.  이사회는  교육구 내의 예산, 인사, 교수 

프로그램, 시설 및 학생 활동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이사회에서는 교육구에 학교를 신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교육구 이사회 회의는 통상 매 달 3 번째 주 목요일 저녁 7 시에 카운티 도처의 미리 알려드린 장소에서 

열립니다. 중역 회의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대중과 뉴스매체에 공개됩니다.  

귀넷 카운티 교육구의 학교들은 다음과 같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 – 킨더가든부터 5 학년 

9 월 1 일자로 5 세가 된 모든 아동은 킨더가든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9 월 1 일자로 6 세가 된 아동은 1 학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학생에게는 보통 한명의 담임 선생님이 있습니다. 

• 규칙적으로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 날씨가 괜찮으면 보통 야외 놀이터에서 쉬는 시간을 갖음.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 학교 버스 여건에 따라 일부 학교들은 8:15 am – 2:45 pm 스케쥴을, 다른 학교들은  8:50 am – 3:20 

pm 스케쥴을 따릅니다. 

학습 과목 

• 읽기(Reading), 영어(Language Arts), 수학(Math), 과학(Science)및 사회(Social Studies)가 매일 

제공되는 핵심 수업을 구성합니다.  

• 특별 수업 (Specials) 또는 연관 과목(Connections) – 모든 학교에서는 미술, 음악 및 체육을 제공합니다. 

이외에 다른 수업도 제공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옵션은 학교마다 다르며 이러한 수업들은 일정 기간 

동안 번갈아가며 제공됩니다.  

 

중학교(Middle School)– 6 - 8 학년  

• 학생들은 보통 다 수의 교실에서 다른 교사들과 6-8 개의 수업을 듣습니다  

• 중학교에는 휴식 시간이 없습니다 

• 수업일/시간: 월-금요일 오전 9:20 – 오후 4:00 

학습 과목 

• 읽기(Reading), 영어(Language Arts), 수학(Math), 과학(Science)및 사회(Social Studies) 가 매일 

제공되는 핵심 수업을 구성합니다.  

• 특별수업 또는 연관 과목 – 모든 학교에서 미술, 코러스, 오케스트라, 밴드, 체육 및 보건을 제공합니다.  

이외 다른 수업들도 제공되나 학교마다 옵션이 다릅니다.  일부 수업들은 1 년간, 다른 수업들은 각 

학기마다 돌아가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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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High School) – 9 (Freshman), 10 (Sophomore) 11 (Junior), 12 (Senior)학년  

• 학생들은 졸업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수 코스와 선택 코스를 듣습니다. 

• 일부 코스들은 다른 난위도를  갖고 있습니다. 

• 월-금요일에 수업이 있으며 수업은 학교에 따라 오전 7 시 또는 7 시 24 분에 시작하나 수업이 파하는 시간은 

오후 2 시 10 분으로 동일합니다.  

• 수업과목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6세에서 16세 사이의 모든 어린이는 조지아주법에 의해 학교에 의무적으로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적 평가 등급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의 각 수업의 AKS 습득과 관련해 학생들의 실력은 A, B, C, D, U 로 평가됩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각 코스별로 0에서 100까지의 등급에 따라 숫자로된 성적을 받습니다. 

 

A 코스 평점 90 이상으로  우수한 경과를 나타냅니다. 

B 코스  평점 80-89 로  평균 이상의 경과를 나타냅니다. 

C 코스 평점 74-79 로  평균적인 경과를 나타냅니다. 

D 코스 평점 70-73으로 수용 가능한 최소한의 진전을 나타냅니다. 

U 과목 평점69점 이하로 수용할만한 경과를 나타내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P 통과함(Pass) 

Audit 학점이 부여되지 않음 

 

 

고등학교 정보 

졸업 (졸업증서 수여) 요구조건 

코스 요구조건 

요구되는 학점(units)/학문 영역 

 

영어(English/Language Arts) 4 학점   

수학(Mathematics) 4 학점  

과학(Science) 4 학점: 생물(Biology), 화학(Chemistry), 물리(Physics) + 추가로 하나 더   

         (4 번째 과학 학점은 과학 학점과  선택 학점 둘 다의 요구조건 충족에 사용될 수  있음.)  

사회(Social Studies) 3 학점: 세계사(World History), 미국 역사(US History), 경제(Economics)/미국    

            정부(US Government).   

직업/기술/농업교육(Career/Technical/Agricultural Education) 그리고/또는 현대어(Modern    

           Language)/라틴어(Latin) 그리고/또는 예술(Fine Arts)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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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Health)과 체육 (Physical Education)  1 학점                                                                         

선택 코스 4 학점                                                                                                                                                                 

이상 총 23 학점   

 

학생들이 정규 고등학교 졸업 증서를 획득하려면 조지아주 코스 평가 시험(State End of Course Assessment)을 

요구하는 핵심 코스들과 고등학교 게이트웨이 시험(High School Gateway)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보고서                                                                                        

 

교사들은 매 학기 6 번째 주와 12 번째 주를 마칠 때 학생들에게 6 개 과목 모두에 대한 경과보고서 (progress 

reports)를 줍니다. 학생들은 이 경과 보고서를 부모님께 보여 드리며 이 경과보고서는 부모님들께  해당 

수업에서 학기말에 자녀가 받게될 최종 성적을  예상하실 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해당 수업에서의 학습 경과를 

보여 줍니다.  학기 최종성적표는 18 주의  한 학기 수업이  끝날 때 발부됩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졸업반(senior students) 학생들을 위해 상담교사는 그 해 1 학기가 끝나기 전에 학생과 

상담시간을 갖습니다. “졸업신청서 (Application for Graduation)”를 작성하여 학부모님께 보여 드립니다.  이 

신청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생이 졸업할 수 있을 만큼  학업에 진전을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졸업할 자격을 

갖추기에 부족한지  알려줍니다.  또한, 졸업반 학생 부모는 적어도 졸업일 6 주전에   자녀가  낙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정보는  12 번째주에 발송되는 경과보고서를 통해 학부모에게 

보내드립니다. 12 번째 주에 경과 보고서가 발송된 후에 학생이 특정 코스에서 낙제할 위험을 보이기 시작할 

경우는 해당 교사가 학부모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학생의 교육적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간의 의견 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사나 부모님 

양 측은 언제든지 교사-학부모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사와 면담을 원하시면 학교에 전화하시거나 

면담 요청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부모님에게는 무료 통역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법이 정한 권리가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자녀 학교의 책임자에게 말씀하십시오.  

 

 학생의 주차 

 

학생들은 학교 부지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그것은 권리라기 보다는 일종의 특전입니다.   

학생 주차장에 주차하려는 학생은 주차 허가증 (parking permit)을 받아야 하며  학교의 학생 주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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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 

 

학교 책임자(School Administrators) – 학교 책임자는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지는 않고 학교와 교직원들을 

책임짐. 

 

교장 (Principal) -  임명된 학교의 특정 학년별로 응집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끌고 실행할 책임을 지며 

학교의 모든 활동을 지시함.  

 

교감 (Assistant Principal) -  담당하는 학년의 응집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끌고 실행하도록 교장을 

보조함. 담당하는 학년이나 학교 프로그램들에 관한 학부모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학생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움.  

 

교사 (Teacher) –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관해 학부모와 의견을 교환함. 학교에는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사들이 있음.  

• 담임 교사(Classroom teachers) – 킨더가든 - 5 학년에서는 일반 교육 교사들이 담임을 맡고 학생들은 보통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담임 선생님과 함께 보냄.  중.고등학교에서는 특정 교사가 특정 과목을 

가르치며 한 번에 한 반만 가르침. 

• 홈룸 교사(Homeroom teachers) –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하루에 10-15 분간 자신의 홈룸 교사를 만나 그 

날의 학교 관련 정보를 얻고 공지사항을 전달 받음.  

기타 교사들 

• 영어 교사(English Language, EL) - EL 교사는 영어 수업을 제공하고 EL 프로그램  대상 학생들을 지원함.  

• 특수 교사(Special Education) – 특수한 필요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침. 

• 영재 교육 교사(Gifted) – 영재 교육 교사는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서 공부할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좀 더 

높은 수준의 학업을 가르치는 반을 가르침.  

• 스페셜/연관과목(커넥션)/선택 (음악, 미술, 체육, 기타.) – 학교가 어떤 수업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해당되는 

자신의 과목을 가르침. 

• 미디어 전문 교사(Media Specialist) – 테크놀로지와 미디어 센터에 대해 가르치고 학생들의 도서및 자료 

대여를 도움.  

 

학교의 교육 지원 스텝은 학교 교장.교감과 교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교육 지원 스텝이 있습니다. 

 

상담 교사 (Counselor) – 학교 및 가정 문제에 대해 학생들을 도와줌.  학생이나 학부모는 상담 교사와 상담 

약속을 잡을 수 있으며  상담교사는 필요할 경우 학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기관에 부모님을 

의뢰하기도 함. 고등학교 상담 교사들은 학업 및 진로에 관해 상담해줌. 

 

사무 직원(Clerk) – 학교의 크기와 필요에 따라 학교 사무실에는 한 명 이상의 사무직원이 있을 수 있음. 하는 

일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학생들의 등록을 돕고, 학교 일정에 관한 질문에 답하며, 학교 사무실 

기록을 관리하고, 전화에 답하고 학부모를 맞이하며, 학생들과 교사들을 돕고, 방문객들의 체크인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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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사 (Clinic Worker) –  수업 시간중에  학부모가  맡긴 약을 학생에게 복용하게 하며 병이 난 학생들을 

도와줌. 대부분의 학교의 양호사는 간호사가 아님. 

 

학교에서 일하는 기타 스텝 – 등록 계원, 관리인, 학교 식당 직원, 교장선생님 비서와 경리 –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표를 공유함.  

 

학생 등록 

  

자녀의 학교 등록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거주 증명(Proof of residence): 가장 최근 공과금 고지서 (가스, 물 또는 전기) 그리고 다음 서류중 

하나: 현재의 대여 계약서, 확정된 주택 매매 계약서, 현재 임대 동의서, 가장 최근의 소득세 신고 서류, 

현재 급여 명세서, 현재 메디케이드 카드. 현재 주거용 재산세 청구서나 명세서, 현재의 보증 

증서(warranty deed)나 즉각 청구 증서(quick claim deed), 현재 주택 구입 동의서 또는 현재 주택 

소유자 보험증서.       

*다른 사람과 살고 계시다면: 등록 전에 학교 사무실에서 귀넷 카운티 거주 진술서(Residency Affidavit)를 

받으십시오. 작성한 공증을 필한 거주 진술서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명의의 대여 계약서와 최근 공과금 고지서를 

학교에 제시해야 합니다.  

2. 출생 증명서 원본 (인증된 사본도 받음) 또는 여권 

3. 조지아 서식 3231상의 최근 예방접종 증명서 

반드시 2번의 수두(varicella) 접종을 했거나 또는 수두 (chicken pox)를 앓았음을 보여주는 서류   

4. 조지아 서식 3300상의 시력, 청력, 그리고 치과및 영양 상태 검사 증명서 

5. 자녀의 소셜 시큐리티 카드 제시를 선호하나 선택 사항임. 

6. 부모님은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에서는 많은 필요한 서식들이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한 사용하기 편하고, 안전한 등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을 할 수 있는 링크는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메인 웹사이트와 각 학교 

자체의 웹사이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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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록시 보는 시험 

 

영어 학습자(EL)  적격성 결정에 사용되는 학생 평가: 

WIDA 배정 시험은 귀넷 카운티 교육구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주어짐: 학생의 모국어 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가 아님; EL 프로그램이나 미국 타 주의 언어 습득 프로그램을 마쳤으나 성공적인(영어 

Language Arts 점수가 80% 이상) 학습 성취를 보이지 않는 학생 

WIDA 는 다음과 같은 3 개의 주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1. EL 프로그램에서 공부할 대상자가 될만한 학생들을 파악함.  

2. 학생에게 적절한 수준과 양의 영어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에 전학오거나 미국 학교에 전학온 학생들의 

학문적 영어 능숙도 수준을 결정함.  

3. EL 로 파악된 학생들을 매 년 영어 능숙도 수준 결정을 위해 보는 ACCESS 시험의 3 단계 중 하나에 정확히 

배정함.  

ACCESS 는 약자로서 다음을 의미합니다.  주마다 시행되는 영어 독해및 의사소통 평가 시험(Assessing 

Comprehension and Communication in English State to State).  이 시험은 영어 능숙도 시험으로 

조지아주의 모든 EL 학생들에게 매년 겨울에 주어집니다.  이 시험은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 영역에 

있어서 학생의 영어 능력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영어 능숙도 기준에 의거합니다.  부모님들은 봄에 시험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국제 전입생 센터(International Newcomer Center)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INC에서는 

학생의 수학 실력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수학 시험도 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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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학교 교과과정과  영어 습득 지원(School Curriculum and EL) 

학생들은 다음 학년으로의 진급 자격을 갖추거나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갖추기 전에 반드시 요구되는 관련 

과목(coursework)을 이수하고 시험을 패스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카운셀러가 학생이 적절한 수강 

스케쥴을 짜도록 부모님과 자녀들을 도울 것입니다. 카운셀러는 또한 코스에 관한 설명과 졸업 요구조건과 

자녀에게 제공 가능한 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어 습득에 관한 지원은 EL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됩니다.  

얼마나 많은 지원이 자녀에게 제공될 지는 자녀의 영어 능숙도를 보여주는 WIDA 또는 ACCESS  시험의 EL 점수에 

근거해 결정됩니다. 
 

조정(Modifications) 

 학생이 영어 학습자(English learner)일 경우 수업은 자녀의 영어 능숙도 수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가 자녀의 성취를 돕기 위해 한 과목 이상에서 수업을 조정하고 있다면  성적표상의 성적에는 다음 메시지 중 

하나와 함께  코드로 표시된 교사 의견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   

“영어 학습자이므로 학문 지식과 기술(AKS)이 조정됨(AKS Modified due to EL)” 또는 “제한된 영어 능숙도로 인해 

AKS가 조정됨(AKS Modified due to LEP)”  

어떤 경우에는 EL 수업을 받느라 교과 과목 수업을 놓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성적표에는 놓친 과목 

수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EL 수업으로 인해 평가가 불가함(Unable to assess due 

to EL.)”  
  

특수 교육(Special Education) 

특수 교육 및 심리학적 서비스 부서(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and Psychological 

Services)에서는 카운티 내의 특수 교육 서비스와 관련 서비스를 받기에 적격한 3세에서 21세 까지의 학생들에게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 Educational Programs)을 지원합니다.  특수 교육 서비스는 가장 제한이 적은 

범위부터 좀 더 제한적인 교육 환경까지의 연속성 위에서 제공되며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따라 주어집니다.  특수 

교육 부서에서는 그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종합적인 평가와 특수 교육적 개입을 제공합니다. 특수 

교육 부서에서는 학생의 성취를 높이고 모든 장애 학생들의 중등 과정 후의 성공적인 삶을 고취하기 위해  학생, 

학교, 가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일합니다.  
 

영재 교육(Gifted Education)  

영재 교육 프로그램은 GCPS의 AKS를 확장함으로 학문적인 도전을 제공합니다. 영재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에서는 포커스(FOCUS), 중학교에서는 프로브(PROBE)라고 불리우며, 고등학교에서는 영재 교육 및 

퀘스트(QUEST)라고 불리웁니다.  킨더가든-5학년에서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동일한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별도의 교실에서 받는 수업(resource), 클러스터(cluster) 그리고/또는 상급 교과 내용 

수업반(advanced content classes)에서 수업을 받을 것입니다. 
  

조기 개입 프로그램(Early Intervention Program , EIP)  

EIP 는 모든 초등학교에 있는, 조지아주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킨더가든에서부터 5 학년까지의 

학생중 읽기와/또는 수학에 있어서 학년 수준의 실력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학년 수준의 기대치를 유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EIP 는 그러한 뒷 쳐진 학생들이 가는한 한 가장 

단시간내에 학년 수준의 실력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 성과를 얻도록 돕기 위해 추가의 수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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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요한 정보 

 

학부모 면담(Parent Conferences)/조기 하교일(Early Release Days)                                   

학생의 학습 성취를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교사에게 편지를 쓰거나 학교에 전화해서 면담일자를 정하십시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매년 두차례 (가을과 봄) 특별히 지정된 학부모 면담일이 있습니다. 이 날 학생들의 

수업은 평상시 보다 2 시간 30 분 일찍 끝납니다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연중 학사일정표의 조기하교일을 

참고하세요). 면담의 목적은 학교 생활에 있어서 학생의 전반적인 진전도를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님에게는 무료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정한 권리가 있습니다. 통역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자녀 학교의 책임자에게 말씀하십시오.                                

 

약 복용 

학생이  학교에 있는 동안 약을 복용해야 할 경우  부모나 법적 후견인은 투약 요청서 (Administration of 

Medication Request Form)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서식은 학교 양호사 (clinic worker) 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약은 반드시 직접 부모님께서 약국에서 받은 원래의 약병에 넣은채로 학교 양호실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학생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가 처방한 약이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지닐 수 없습니다. 

 

비상 훈련  (Emergency Drills) 

귀넷  카운티 학교에서는 비상 훈련을 실시합니다.  화재 훈련(FIRE DRILL)시 학생들은 교사와 함께 학교 

건물로 부터   조용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화재 훈련이 끝나면 학생들은 교실로 

돌아옵니다.  조지아에는 때때로 토네이도(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발생합니다.  토네이도 훈련 

(TORNADO DRILL)에서는 건물의 어디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가에 대해 배우고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덮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현장 학습 (Field Trip) 또는 학급별 견학(Class Trips) 

때때로 학생들은 학습과 관련해 학급별로  견학을 가게 됩니다.    교사들은 학부모가 서명하도록  집으로 

허가서(permission form)를 보냅니다.  자녀가 현장학습이나 학급별 견학에 참가하는 것을  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그 학생은 교사와 함께 학교에 남게 됩니다.  현장학습이나 견학에는 비용이 부과될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경우 교사에게 말씀해주십시오.  학생이 참가 할 수 있도록 학교측이 

특별한 배려를할 수도 있습니다.  필드 트립이나 견학을 가는 날, 학생들은 함께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며 필드 

트립이 끝난 후에는 함께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돌아옵니다.  현장학습비는 My Payments Plus 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학사 일정표 (School Calendar) 

GCPS 학사 일정표에는 수업일과 휴교일(school holidays) 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휴교일이 모든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에 적용됩니다.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 모임 일자, 학교가 문을 닫는 날들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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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버스 

귀넷 카운티 공립 학교 버스들은 학생들에게 학교 통학을 위한 무료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버스 번호,  학생들을  태우고 내려주는 장소와 시간을  알려줄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버스 이용에 

관한 모든 규칙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승용차 주차 

버스차선이나  ‘주차금지’ 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할 경우 그 차량은 견인되거나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용품(School Supplies)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필기도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수업에 필요한 특별한 물품을 

가져오도록 하기도 합니다.  교사가 필요한 학용품 리스트를 줄 것입니다. 학교측에서 특별 프로그램이나 

학교 용품에 대한  학부모들의 자진 납부(voluntary payment)나 기부금(donation)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학용품을 제공하기 어려우신 경우 학교 카운셀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 식당(Cafeteria)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아침과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 돈을 내고 사 먹거나 MyPaymentsPlus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녀의 급식 

구좌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는 적정 가격에 학생에게 판매되며 수혜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는 무료 및 

할인 급식도 가능합니다.  학생들은 또한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학교 식당에서 급우들과 함께 먹을 수도 

있습니다. 

 

지각 

학생들은 학교에 지각하지 말고 언제나 제 시간에 학교에 도착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늦게 올 경우 교사가 

출석 체크시 지각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자녀가 지각했을 경우는 자녀와 함께 학교 사무실에 오셔서 자녀를 체크 

인 하셔야 합니다.  병원이나 치과 예약 때문에 학교가 파하기 전에 자녀를 학교에서 데려가셔야 할 경우 아래 

정보가 적힌 메모를 당일 아침에 자녀의 교사에게 보내주십시오.:  

• 자녀가 조퇴하는 이유 

• 자녀를 조퇴시키는 시간 

• 부모나 후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자녀를 픽업할 경우 그 사람의 이름  

 

자녀를 픽업하실 경우는 학교 사무실에 알려 주십시오.  자녀를 학교에서 체크 아웃 하실 때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학생이 그 날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일 수업 시간의 

반에 해당되는 시간 만큼 수업에 참가했어야 합니다.  

 

출석/결석 

자녀가 매일 학교에 출석해야 하지만 자녀가 아플 경우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자녀가 아플 

경우(101도 이상의 발열, 구토, 설사 및  발열로 인한 안구 충혈 이나 인후염)는 자녀를 집에 데리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결석 후 학교로 복귀할 때는 자녀의 결석 사유를 설명하는 사유서를 보내셔야 합니다.   

사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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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이름과 학년 

• 교사 성함 

• 결석 사유와 결석 날짜 

• 부모님 성함과 전화번호 

 

조지아주법에 의해  부모가 서명한 서면 사유서 제출시 학생의 출석이 면제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1. 개인적인 질병 

2. 직계가족의 중병이나 사망 

3. 종교적인 휴일 기념. 

4. 법원 명령/정부 기관에 의한 강제 출석 

5.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학생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한 경우 

 

카운셀러는 10 일간 출석 면제 사유 없이 결석을 한 학생들을 학생 출석 심의 위원회(Student Attendance 

Review Committee, SARC) 회의에 회부하며 부모님과 학교 사회 복지사(school social worker)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하며 이 회의에서 학교 사회 복지사에게로의 정식 회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출석 규약 

조지아 교육부 학생 출석 규정은 의무 출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 아동이 학사 연도 기간 중 5 일이 넘게 출석 

면제 사유 없는 결석을 할 경우 이를 무단 이탈로 정의합니다. 의무 출석은 6-16 세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요구됩니다.  정상적인 학교 출석은 평생동안 지속될 좋은 습관을 개발하도록 해줍니다. 학교 출석은 좋은 

성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학교 출석은 학부모와 학생 둘 다의 책임입니다. 

 

숙제와 성적 

자녀가 숙제를 마치고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자녀에게 수업 활동에 참여하고 과제물을 제 때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들은 일년에 4차례  성적표를 받아 부모님께 보여 드릴 것입니다. 

이 때 성적표 봉투에 서명하신 후 자녀가 다시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성적은 수업중 과제, 숙제, 수업 

참여 및 성적에 근거해 주어집니다.  부모님께서는 또한 학부모 포털 (Parent Portal)사이트를 확인하셔서 온라인 

상 자녀의 성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E-class에는 교과서가 온라인으로 비치되어 있으며 교사들이 보통 

자신이 가르치는 학급의 과제물과 시험날짜 등 중요한 사항을 게시해  놓기도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규칙적으로 

학부모 포털 사이트와   e-class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생 복장 규정 

자녀가 날씨에 맞게 옷을 입도록 해주시고 자녀의 외투, 모자, 장갑 등에는 자녀의 이름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교에는 금지되는 복장에 관한 규정이 있으니 학생/학부모 안내 책자의 복장 규정 부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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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의 커뮤니케이션 

학교측에서 부모님께 메모나 서신을 보낼 경우 부모님께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 

미팅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행사에 관해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께서 서신을 읽고 서명 하신 후 학교에 돌려주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학교측이나 자녀의 

교사가 보낸 메모나 서신을 이해하지 못하실 경우 학교측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보통 매 주 위클리 

폴더(weekly folders)를 통해 교사와 부모님이 의사소통을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과제물, 공지사항, 

기타 중요한 정보를 대부분 온라인(학생 포털과 모바일 엡)에 기재하니 사인업을 하셔서 이러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학교 방문시 

학교를 방문하실 때마다 도착 후 학교 사무실에 먼저 가셔서 사인-인(sign-in)을 하시고 이름표를 가슴에 

부착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년 초에 부모님이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오픈 하우스(Open House)” 를 갖습니다. 이외에도 학사연도 기간 중에 커리큘럼 나이트, 학부모 교사 면담, 

그리고 수학의 밤, 문해의 밤, ESOL의 밤 등과 같은 학교측에서 계획하는 부모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악천후시(Inclement Weather) 

간혹 악천후로 인해 학교가 휴교하거나 학생들을 조기 하교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표합니다.  악천후로 인해 정규 수업 스케쥴을 변경해야 할 경우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웹사이트에 이를 공지합니다. 학교측이 미리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날씨에 관한 질문을 하러 

학교에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훈육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는 학생의 품행에 관한 규정과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학생의 등록시  또는 

학사연도 초에 학생과 부모님들께 배부됩니다.  이에 관한 질문은 자녀의 학교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학사연도 중에 이사를 하실 경우 학교측에 새로운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 이사를 

하시더라도 자녀가 학교를 전학하거나 스쿨 버스 노선에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카운티나 주로 

이사를 하실 경우 부모님께서 직접 그동안 자녀가 다니던 학교에 가셔서 자녀의 전학 신청서(withdrawal form)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자녀가 다닐 새로운 학교측으로 자녀의 학교 기록을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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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PS 연락처에 관한 정보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Gwinnett County Public Schools) 

전화번호: 678-301-6000 

또는 http://publish.gwinnett.k12.ga.us/gcps/home/public/about/content/phone-directory 

 
 

국제 전입생 센터(International Newcomer Center) 

495 Maltbie Street, Lawrenceville, GA 30046 
678- 985-5200 

 

운송국(Transportation Department) 

770-338-4800 – 일반 교육 운송 고객 서비스(Regular Ed. Transportation Customer Service) 

770-513-6881 – 특수 교육 운송 고객 서비스(Special Needs Transportation Customer Service) 

성인 교육(ADULT EDUCATION) 

 
Buford Human Services Center 

2755 Sawnee Avenue • Buford, GA 30518 
678-225-5360 • onestopbuford@gwinnettcounty.com 

무료 ESL 수업 초급반 

Norcross Human Services Center 
5030 Georgia Belle Court • Norcross, GA 30093 

678-225-5400 • onestopnorcross@gwinnettcounty.com  

무료 영어반 및 시민 정보반 

 

Centerville Community Center 
3025 Bethany Church Road • Snellville, GA 30039 

678-277-0228 • onestopcenterville@gwinnettcounty.com 

무료 ESL 수업 초급반 

 

CPACS(Center for Pan Asian Community Services) - 메인 오피스 

3510 Shallowford Rd NE Atlanta GA 30341 

 영어/미국 정보 생활 교실/시민권 준비반/음주 운전 학교/방어운전 교실, 기타 

한국어 안내 제공 

770-936-0969 
 

CPACS - 귀넷 오피스 

4405 International Blvd. Suite C-101, Norcross, GA 30093 

시민권 준비반, ESL, GED,직업 알선 프로그램(JFP), 푸드 스탬프, 기타 

한국어 안내 제공 

770-232-5200 
 
 

mailto:onestopcenterville@gwinnettcoun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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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C 
3635 Peachtree Industrial Blvd. Ste. 450 

Duluth, GA 30096 

영어교실과 시민권 준비반 

한국어 안내 제공 

770-270-0663 
www.aarc-atlanta.org 

지역 사회 기관들 

 긴급 상황시: 911 

병원 

 

Cosmo 병원 

보험이 없거나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수입에 따라 

병원비 청구함. 한국어로 의사소통 가능함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심리 상담 

6185 Buford Highway #G 100 
Norcross, GA 30071 

전화번호: 770-446-0929 

 

Cosmo 치과 

한국어로 의사 소통 가능함 

6185 Buford Highway #A1 
Norcross, GA 30071 

전화번호: 770-674-7980 

 
 

Northside Hospital Gwinnett 
1000 Medical Center Boulevard Lawrenceville, GA 

30046 
Phone: 678-312-1000 

 
Northside Hospital Duluth 

3620 Howell Ferry Road  
Duluth, GA 30096 

Phone: 678-312-6800 

 
Children’s Healthcare of Atlanta 

Phone: 404-205-5437 

 
Good Samaritan Health Center 

5949 Buford Hwy. 
Norcross, GA 30071 

Teléfono: 678-280-6630 
 

Good Samaritan Health Center 
4864 Jimmy Carter Blvd.  

Norcross, GA 30093 
Telphone: 770-806-0162 

 
Norcross Health Center 

5030 Georgia Belle Court 
Norcross, GA 30093 

Phone: 770-638-5700 
  

Buford Health Center 
2755 Sawnee Avenue  

Buford, GA 30518 
Phone: 770-61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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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비스 제공 기관 

 
Catholic Charities Atlanta 

3669 North Peachtree Road, Suite 100 
Chamblee, GA 30341 

770-790-3104 
 

R.I.C.E. 카운셀링 센타 

한국어, 영어로 심리 상담 제공 

3000 Langford Rd. Bldg. #300 
Norcross, GA 30071 

404-512-0886 
 

COSMO 카운셀링 센타 

한국어로 심리 상담 제공 

6185 Buford Highway #G 100 
Norcross, GA 30071 

전화번호: 770-446-0929 

 

HSD 카운셀링 센타 

한국어로 상담 제공 

10795 Rogers Bridge Rd. 
Johns Creek, GA. 30097 

470-399-9474 
 

협동조합                                                                                                                                                       

(저소득 가정에 지원과 자원 제공) 

Lawrenceville Cooperative Ministry 
52 Gwinnett Drive, Suite C 

전화번호: 770- 339-7887 

영업시간: 

월요일: 6:00 PM — 7:30 PM* 

수요일: 10:00 AM — 1:30 PM 

금요일: 10:00 AM — 1:30 PM 

토요일: 10:00 AM — 11:30 AM* 

*음식만 제공됨 

 
Lilburn Cooperative Ministry 

5329 Five Forks Trickum Road 
Lilburn, GA 30047 

Phone: 770- 931-8333  

 
Norcross Cooperative Ministry 

2275 Mitchell Road, Norcross, GA 30071 
Phone: 770-263-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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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월, 수, 금: 10 am - 2 pm 

화요일: 6 pm - 8 pm 

토요일: 10 am - 12 noon  

 
North Gwinnett Cooperative 

4395 Commerce Drive, Buford, Georgia 30518 
Phone: 770-271-9793 

영업시간: 

월요일 6:00pm -8:00pm 

수요일 10:00am - 2:00pm 

목요일 10:00am - 2:00pm 

금요일 10:00am - 2:00pm 

 

귀넷 카운티 공립 도서관

월 - 목요일: 10 am - 8pm, 금.토요일: 10 am - 5 pm,  일요일: 12 pm - 5 pm  
 

Buford-Sugar Hill  
2100 Buford Hwy  
Buford, GA 30518 

 
Centerville  

3025 Bethany Church Road  
Snellville, GA 30039 

 
Collins Hill  

455 Camp Perrin Road  
Lawrenceville, GA 30043 

 
Dacula  

265 Dacula Road  
Dacula, GA 30019 

 
                                   Duluth  

3480 Duluth Park Lane  
Duluth, GA 30096 

 
Five Forks  

2780 Five Forks Trickum Road Lawrenceville, GA 
30044 

                                         
                                       Grayson 

700 Grayson Parkway  
Grayson, GA 30017 

 
Hamilton Mill 

3690 Braselton Highway Dacula, GA 30019 
 

Lawrenceville 
1001 Lawrenceville Highway Lawrenceville, GA 

30046 
 

Lilburn 
788 Hillcrest Road NW  

Lilburn, GA 30047 
 

Mountain Park 
1210 Pounds Road SW  

Lilburn, GA 30047 
 

Norcross 
6025 Buford Highway  
Norcross, GA 30071 

 
Peachtree Corners 
5570 Spalding Drive  

Peachtree Corners, GA 30092 
 

Snellville 
2740 Lenora Church Road  

Snellville, GA 30078 
 

Suwanee 
361 Main Street  

Suwanee, GA 30024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