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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전체 학생들의 개학일은 8월 3일이며, 대면 학습은 학년별로 시차를 

두고 시작됩니다. 킨더가든, 1, 6, 9학년 학생들과 대부분의 수업이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학생들은 8월 3일에 대면수업을 시작하며 다른 

모든 학생들은 가정에서 디지털 학습에 참여합니다  8월 4일에 모든 

다른 학년 학생들의 대면 수업이 시작됩니다. 

교사 수업 플랜/교직원 계발을 위해 예정된 연중 4일의 디지털 

학습일(DLD)에는 모든 학생이 가정에서 자습하며 자신의 진도대로 

과제물을 마칩니다. 학생들은 예정된 디지털 학습일에 교육구에서 

대여한 전자기기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부모-교사 면담을 위해 1년에 2번 조기 

하교를 실시합니다. 학생들은 그 날 2시간 30분 일찍 하교합니다. 

 

유의: 본 학사 일정표에는 악천후로 인한 휴교일에 대한 보충 수업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GCPS)는 악천후로 

인한 휴교일을 디지털 학습일(DLD)을 사용해서, 그리고/또는 

수업일이나 학사연도 연장을 통해 보충할 것입니다.  

악천후로 인해 휴교하거나 학교가 일찍 파할 경우, 이에 관해 GCPS 

TV, 교육구 웹사이트 (www.gcpsk12.org); Twitter, Facebook, 

Instagram; SchoolMessenger를 통해; 그리고 메트로-애틀랜타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해 부모님께 공지할 것입니다. 예정에 없던 

디지털 학습일(DLD) 및 종일 휴교는 보통 오전 6시까지 공지됩니다. 

 

좀 더 알아보기… 

• Apple, Android, Amazon Fire 및 Roku 기기에서 GCPS TV 앱을 

사용해 라이브 및 온디맨드 콘텐츠를 시청하시거나, 

gcpstv.org에서 온라인으로 스트리밍하시거나, 케이블 제공업체인 

Charter(채널 180)나 Comcast(채널. 23)를 시청하십시오. 

• 교육구 소식을 전하는 주간 이메일 소식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축하, GCPS의 TV 프로그램인 “캘빈 교육감과의 커피 시간” 등을 

살펴 보세요!  

• 매달 보통 세 번째 목요일에 있는  School Board 

meetings(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거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회의를 온라인이나 GCPS TV를 통해 또는 (다음 날) 

recordings(녹화분)을 통해 시청하세요. 

 

온라인에서 팔로우 하기 

교육구 소식과 최근 행사 소식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www.gcpsk12.org 홈 페이지 아래 다음 심볼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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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수업 시작일과 종료일 

8월.3일 킨더가든, 1, 6, 

9학년과 소그룹의 

대면 수업 시작; 

나머지 학년은 디지털 

학습 

8월.4일 나머지 학년의 대면 

수업 시작 

1 학생 휴일 

 조기 하교일 (킨더가든-8학년) 

1 예정된 디지털 학습일  

(모든 학생의 가정 자습일) 

⎯ 고등학교 기말 고사  

( 9-12학년 

 

http://www.gcpsk12.org
https://twitter.com/GwinnettSchools
https://www.facebook.com/GwinnettSchools/
https://www.instagram.com/GwinnettSchools/
https://apps.apple.com/us/app/gcps-tv/id1506126672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az.combo2849
https://channelstore.roku.com/details/c79cf01e996de8ff62b3e335f44ab022/gcps-tv
https://publish.gwinnett.k12.ga.us/gcps/myhome/gcpstv/watch
https://publish.gwinnett.k12.ga.us/gcps/myhome/gcpstv/videos
https://publish.gwinnett.k12.ga.us/gcps/myhome/gcpstv
https://www.gcpsk12.org/Page/23296
https://www.gcpsk12.org/Page/23296
https://publish.gwinnett.k12.ga.us/gcps/myhome/gcpstv/videos/gcps/boe-meetings
http://www.gcpsk12.org
http://www.gcpsk12.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