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더가든부터 12 학년까지의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의 교과과정을 학문 지식과
기술(Academic Knowledge and Skills,
AKS)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조지아에서
채택한 초등학생 랭귀지 아트, 수학, 과학,
사회 과목에 대한 조지아 우수 기준에
부합됩니다. 귀넷의 AKS 는 학생들을
대학과 미래의 국제 경쟁 시대의 21 세기
취업에 대비해 준비시키는 엄격한 교육
과정 입니다.
각 학년의 AKS 는 학생들이 그 학년 또는
과목에서 알아야하고 할 수 있어야하는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AKS 는 교사들이 풍부한 학습 경험을
구축할 튼튼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교사들은 AKS 를 가르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에 맞게 배우도록 하기
위해 교과과정 안내서, 테크놀로지,

2 학년

그리고 교육자료들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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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지식과 기술(AKS)은 아래와 같은

학부모용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의 사명에 부응하여
부모님들과 지역 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귀넷 카운티 교사들이 개발하였습니다: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의 사명은 각 학생의
학문 지식, 기술과 품행에 있어서의
우수성을 추구하여 지역, 국가, 그리고
세계적 수준을 능가하는 향상을
가져오는데 있습니다.
본 책자의 내용을 보시면 자녀가 2 학년에서
무엇을 배울지 그리고 부모님께서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아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배우고
있는 내용에 대해 자녀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2 학년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st

AKS Brochure – 2 Grade, 14-15, Korean

교과과정(AKS)에 관한
안내책자

랭귀지 아트(Language Arts)
읽고 쓰기를 배우는 것은 모든 학습의 기초입니다. 2 학년에서는 상급 학년에서 학생들을 성공적인 학습으로 이끌 읽기와 쓰기
기술을 배웁니다. 특히 독해를 돕기위해 정확하고 능숙하게 읽는것에 집중합니다. 학생들은 랭귀지 아트, 수학, 과학, 그리고 사회
수업의 일부로서 하루 종일 읽기와 작문 기술을 사용합니다. AKS 는 전 과목에 걸쳐 문학 능력을 강화시켜줍니다. 학습 활동에는
대화형 낭독 (interactive read aloud), 나누어 읽기와 나누어 작문하기(shared reading and writing), 교사의 소그룹 읽기 지도(small
group guided reading), 독립적으로 읽고 쓰는 시간 등 균형잡힌 교실 수업의 모든 내용이 포함됩니다.
2 학년 말까지 모든 학생들이 다음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단어들을 해독하는데 있어서 학년 수준의 파닉스와 단어 분석 기술을 알고 적용한다;

•

작문시 제 학년에 맞는 언어와 단어 구사 기술을 적용한다;

•

작문시 제 학년에 맞는 문법과 단어 구사 기술을 이용한다;

•

읽을 책을 스스로 선택하고, 읽고 쓸 때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의 읽기와 쓰기에 대해 급우들과 얘기를
나누고 듣는 것과 같은 평생의 독서자와 작가가 되기 위한 기술을 획득한다; 그리고

•

온종일 의사 전달을 위해 듣기, 말하기, 읽기와 쓰기 기술을 사용한다.

균형잡힌 읽고 쓰는 능력
교사들은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선의 교수 방법, 전략 및 자료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원칙들을 따릅니다:
•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 것은 다양한 측면을 가진 복잡한 과정이다.

•

읽기와 쓰기는 단순히 독립된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아닌 언어를 경험하는 것이다.

•

읽기와 쓰기는 듣기와 말하기로부터 생기는 서로 연결된 의사전달의 형식이다.

•

읽기나 쓰기를 가르치는데 “한가지 길”이란 없으며 교사들은 각 학생을 가르치는데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략들을
포함시킨다.

•

읽고 쓰기를 배우는 것은 발달 진행 단계와 더불어 일어난다.

•

모든 학생들은 적절한 도움과 형식이 주어지면 이러한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읽고 쓰는 것을 배울 수 있다.

•

각 학생의 아동발달 단계를 아는 것은 교사가 학생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계획을 세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준다.

•

학생은 풍부한 프린트물이 있는 환경에 둘러싸여야 한다.

•

매일 누군가가 학생에게, 학생이 누군가와 함께, 그리고 학생이 스스로 읽고 쓰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

매일 학생은 자신이 선택한 글을 읽고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대해 쓸 기회를 가져야 한다.

•

읽기와 쓰기는 모든 교과 영역에 통합된다.

말하기와 듣기
2 학년 학생들은 다양한 픽션과 정보적(논픽션) 장르의 이야기와 시와 같은 다양한 문학형식에 대해 듣고 씁니다. 여기에는 시, 옛날
이야기, 우화, 위인전, 보고서 등이 포합됩니다. 학생들은 질문과 지시에 물어보고 반응하기 위해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배웁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이해했다는것을 증명하기위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그리고 어떻게와 같은 질문을하고 답을 함에 있어
서술어로 의사를 전달합니다. 학생들은 주제, 교훈, 혹은 도덕성을 알아내기 위해 다양한 옛날 이야기와 우화에대해 이야기 합니다.
다수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글의 주제를 알아내기 위해 정보적인 글도 읽습니다.

읽기
2 학년 학생들은 읽은 내용에 근거해 요약, 비교, 대조, 평가, 그리고 추론하기 위해 사진과 삽화가 있는 문장을 읽습니다. 학생들은
즐거움을 위한 독서와 목적이 있는 독서 둘 다를 위해 다양한 내용을 읽습니다. 문학적인 글과 정보적인 글 을 구분합니다. 2 학년
학생들은 자신이 쓴 내용을 읽고 그에 관해 교사와 급우들과 이야기 합니다. 학생들은 2 학년 수준의 내용을 읽고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능숙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랭귀지 (파닉스, 철자, 어휘, 문법, 글씨)
2 학년말까지 학생들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며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교사들은
학생이 읽고 쓸때 이런 단어들을 정확히 사용할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학생들은 또한 명확하고 또렷하게 글씨 쓰는 것을 배웁니다.

작문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연결하는 의견적 글과 사실과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적 글을 씁니다. 잘 설명된 사건이나 짧은
연속적 사건들로 기술된 개인적 이야기(서술)를 씁니다. 학생들은 계속해서 독자를 의식하는 것과 자신만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을
발전시킵니다. 2 학년 학생들은 특정 목적을 위해 글을 쓰는 것을 배웁니다. 학년에 적합한 문법, 스펠링, 대문자, 구두점을
사용하여 작문합니다. 자신이 쓴 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독서, 작문에 관한 조언
•

자녀가 자신의 도서실을 만들도록 도와주시고 헌 책방, 가라지 세일, 책 교환, 그리고 학교 소장 도서 판매 등을 통해 책을
모으십시오.

•

가정에서 독서 시간을 매일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매일 밤 1 장이나 2 장의 책을 소리 내어 함께 읽으십시오.

•

좋은 모범을 보이셔서 자녀가 부모님의 책 읽는 모습을 보도록 하십시오.

•

정기적으로 자녀와 도서관에 가십시오.

수학(Mathematics)
수학 수업시간에 학생들은 자신감 있고 능숙한 문제 해결자로 자라납니다. 수학이 어떻게 실제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배워 가며
숫자의 이해와 사용을 발전시킵니다. 배운 것을 상황에 적용하면서 학생들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개발합니다.
2 학년에서의 학습은 숫자적 감각의 발달과 수학적 연산, 기하, 측정과 데이터, 그리고 대수적 사고를 통한 숫자의 이해와 사용에
집중합니다. 2 학년 말까지는 학생은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십진법을 더 잘 이해한다;

•

20 미만 숫자의 덧셈과 뺄셈에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며 푼다;

•

덧셈과 뺄셈을 능숙하게 한다;

•

곱셈의 기초를 쌓기 위해 균등한 그룹을 사용한다;

•

표준화된 장비들의 길이를 예측하고 잰다;

•

평면적인 모양과 그 속성을 설명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

시간과 돈에관해 배운다.

2 학년 학생들은 수학을 배우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전략과 수단을 사용합니다. 학생들은 함께 문제 해결을 합니다. 학생들은 손으로
만지며 배우는 자료들과 테크놀로지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그래프, 심볼, 차트, 자 그리고 문제 해결 전략들을 사용합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수학에 관한 조언
•

자녀와 패턴을 찾아보고 그에 관해 얘기해보십시오. 보 도 , 벽 지 , 타 일 , 창 문 등 주변의 많은 패턴들을 생각해보십시오.

•

인치(inches), 피트(feet), 야드(yards) 등으로 길이를 추정해보십시오.

과학(Science)
2 학년 학생들은 주변 세상을 탐구하고 자신의 관찰에 대해 질문 하는 것과 설명을 구성하는 것을 배웁니다. 탐구에 기반을 둔
조사를 통하여 지구, 생명, 그리고 자연과학에 대한 내용을 배웁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과학적 수단을 사용하고 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실험 기술과 적절한 과정을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과학과 엔지니어링 학습
2 학년 학생들은 과학적 조사에 있어서의 반복적인 과정의 가치를 인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여러 번 실험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커다란 물체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을 탐구하고 연구를 과학적 개념으로 구상하고 실행합니다. 또한
식물과 동물의 라이프 사이클을 공부합니다.

과학의 종류
지구과학(Earth Science)
달, 해, 행성, 별 등 우주를 묘사하고 하늘에 있는 물체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 논합니다. 학생들은 한 해의 여러 다른 시간에 달과
해의 위치를 탐구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낮과 밤의 길이가 바뀌는지 배웁니다.
생명과학(Life Science)
다른 유기체의 생명 사이클을 조사하고 일반 동물의 생명 사이클을 배웁니다. 일년간 계절의 변화에 따른 나무의 변화를
관찰하여 연결시킵니다.
자연과학(Physical Science)
물질의 속성과 그 물질이 겪는 변화를 탐구합니다. 실내 온도에서의 물질의 상태에 근거해 샘플을 분류하는 것을 배웁니다.
물질의 자연적 속성을 어떻게 관찰하는지 배웁니다. 에너지의 근원을 파악하고 어떻게 에너지가 세상에서 사용되는지를
배웁니다. 속도를 탐구하고 물체에 힘이 가해질 때의 속도의 변화에 대해 배웁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과학에 관한 조언
•

일주일에 한 번 밤에 자녀와 밖으로 나가 달의 위치를 관찰하십시오. 몇 달에 걸쳐 달의 위치를 기록해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

한 컵의 얼음 큐브가 녹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기록하십시오. 자녀와 왜 냉동고에서는 얼음이 얼은 상태로 있고 부엌에
내놓으면 녹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회(Social Studies)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의 사회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민주사회에 건설적인 시민으로 참여하도록 준비시킵니다. 학생들은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합니다. 미국의 유산과 세계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배웁니다. 과거를 현재와
연결시킵니다. 세계의 나라, 문화, 그리고 사람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에 대해 배웁니다. 지도와 지구본을 보는 방법을 배우고,
정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신념과 아이디어가 의사결정과 법에 영향을 주고, 갈등이 변화를 가져오고,
행동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사람들의 움직임과 아이디어의 전파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개인의 재정/ 시민 참여
2 학년 학생들은 지리를 파악하고 지도를 사용하는데 기준선망(grid), 축척(scale), 그리고 기호 설명표/범례(key/legend)를
사용합니다. 지도에서 조지아의 지형상 특징을 찾습니다. 차트와 도표를 만들고 인공물을 분석합니다. 주정보원과 부정보원을
사용합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배분에 대해 배웁니다.

조국
킨더가든-5 학년 사회 프로그램에서는 미국의 유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며 2 학년에서는 조지아에 대해 배웁니다.
조지아주의 시작과 크릭(Creek)의 조지아 원주민의 역사와 체로키 문화에 대해 배웁니다. 정부의 지도자, 규정과 법, 선출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배웁니다. 민권과 인권 운동에 대한 수업은 긍정적인 품성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인성교육 부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시민의식을 교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언
•

가족의 규칙과 모두가 따라야만 하는 법의 특권과 미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비교하고 대조하십시오.

•

자녀와 함께 조지아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역사를 되살리기 위해 귀넷, 아틀란타, 그리고 조지아주 주변의 유적관과 유적지,
전쟁터, 요새, 지역 박물관, 그리고 공동묘지를 방문하십시오.

예술(Fine Arts)
초등학교 학생들은 성공적인 경력의 토대를 놓는 창의적인 기술들이 개발되는 중요한 나이에 있습니다. 사실, 창의력이야말로
고용주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2 학년 학생들은 “타고난” 예술가와 음악가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예술에 대한 타고난 열정을 격려합니다.

시각 예술
교사들은 시각예술 프로그램에 있어서 즐거운 탐구와 발견을 강조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반복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미술의
개념을 습득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모든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예술의 요소와 디자인의 원칙에 대해 배웁니다. 학생들은 세계
도처의 그리고 여러 시대의 예술가와 작품에 대해 배웁니다. 학생들은 예술에 대해 배우면서 그림, 페인팅, 조각과 같은 자신의
작품을 창조할 것입니다.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상상력을 사용합니다.
2 학년 학생들은 발란스, 질감, 원색과 이차색을 사용해 작품을 만듭니다. 오리지날 작품을 만드는데 다양한 재료와 기술을
사용합니다. 작품에 있어서의 유사성, 차이, 테마, 그리고 느낌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많은 문화의 다른 종류의 작품들을
구별합니다.

일반 음악
음악을 배우고, 만들고, 연주하고, 음악에 반응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초등학교 일반 음악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입니다. 노래,
악기연주, 창작, 음악에 맞춘 율동, 교사의 지도에 따른 음악 감상, 기타 다른 음악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어린이들은 자신의
음악적 기량을 발견하고 개발합니다. 리듬, 박자, 멜로디, 하모니, 조화, 템포, 강약, 음색, 그리고 방식 등의 기본적인 음악적
요소들을 인식하고 보여주는 것을 배웁니다. 학생들은 또한 선정된 오케스트라 악기들을 구별하는 것을 배웁니다.
2 학년 학생들은 다양한 시대와 문화를 대표하는 음악 활동에 참여합니다. 교실의 악기와 신체를 타악기처럼 두드려
음악에 맟춰 반주를 합니다. 음악의 반복되는 부분과 대조되는 부분을 파악합니다. 자신의 창의력을 개발할 기회를
갖습니다. 학생들은 제한된 범위의 노래를 좀 더 정확한 음조로 노래하거나 연주합니다.

연극과 무용
몇 몇 초등학교에는 연극과 무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독서 작문력의 기본과 토대는 어린 나이에 시작되며 연극 프로그램은 학생 개인의 표현력 있는 목소리의 사용을 통해 이러한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무용 코스들은 음악 공부와 어린 몸과 마음의 개발에 필수적인 움직임과 운동을 도와줍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예술에 관한 조언
•

자녀의 창의력을 받아주십시오. 스케치북을 가지고 자녀와 공원으로 가서 자녀에게 보이는 것들을
그려보라고 하십시오.

•

자녀와 허진스 아트 센터(Hudgens Center for the Art)내의 어린이 미술관을 가십시오. 카운티 공립 도서관에 가시면 가족
패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과 체육(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보건
보건 시간에 학생들은 어떻게 건강한 생활을 하고 질병과 상해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행동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 배웁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배웁니다. 매년, 학생들은 정서적 건강, 관계, 영양, 신체 활동의 장점, 약물 남용 예방, 기초적인 인체 해부학, 개인
건강, 그리고 안전에 관해 자기 학년에 적합한 수업을 듣습니다.
2 학년 학생들은 비상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안전하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 부상을 예방하는 것을 배웁니다. 건강에
해로운 상황을 인식하고 건강을 촉진시키기 위해 어떻게 건강한 행동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할지를 배웁니다. 학생들은
건강한 호흡기관과 순환기관의 유지와 질병 예방에 관해 배웁니다. 2 학년 학생들은 담배, 술, 마약 사용 및 남용의 유해한
결과를 인식합니다. 가정생활에서의 대처 전략을 배웁니다. 외피 기관(피부, 모발, 손톱. 발톱 및 분비선)과 치아 구조는 2 학년
교과과정의 일부입니다.

체육(PE)
체육은 평생 신체 단련, 신체 활동, 그리고 기량 연마를 강조합니다. 주의 깊게 계획된 수업들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건강과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배웁니다. 체육 교과과정은 학생이 신체적으로 기량을 획득하고 개발하는데
있어 증가된 신체 단련을 촉진합니다.
체육 시간에 학생들은 자신의 건강을 강화시키는 신체 활동에 대해 배웁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몸이나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다양한 물체를 던지고, 받고, 때리는 것과 같은 기술을 개발합니다. 2 학년 학생들은 여러 다른 단계에서 다양한 패턴과
방향으로 이동하는것, 균형을 잡고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것을 배웁니다. 그들은 또한 개인 공간을 인식하고 체육 평가를위한
연습을 하며 목표를 설정합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보건과 체육에 관한 조언
•
•

가족과 하이킹, 자전거 여행 또는 수영과 같은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포함하는 여행을 계획하십시오.
비상시 가족 대피 계획서를 수립하십시오. 대피 훈련을 하십시오.

•

특히 진녹색, 붉은 색, 노랑색 야채와 다양한 과일 등 많은 과일과 야채를 섭취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십시오.

학생 포털 정보(Student Portal Information)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의 학생 포털을 MYeCLASS라고
합니다. 학생 포털은 온라인 작업환경을 통해 학생들에게 온라인 과목 페이지; 각
학생의 시간표 대로의 개인별 디지털 교과서들;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것들을 지원해

줄

웹사이트의 링크; 학생/학부모 안내책자와 같은 추가적인 리소스; 온라인 리서치
도서관; 미디어 카다로그; 일반 검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전자 도서; 그리고
학생들의 성적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GCPS 학생 고유번호와 학년 초에 만든 패스워드를 이용해 MYeCLASS 에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MYeCLASS 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 합니다.
www.gcpsk12.org 상의 GCPS 홈 페이지에서 링크를 찾아보세요.

특수 프로그램과 특수 서비스(Specialized Programs and Services)
교육구는 타이틀 1, ESOL(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 대한 영어 교육), 특수 교육, 영재 교육 그리고 대안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수 프로그램과 특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학생들을 위한 제한된 의료 서비스와
의료적으로 유약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 간호 지원과 더불어 학생들의 정서적, 정신적 필요를위해 지도,
학교 사회 복지, 그리고 심리학적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귀넷카운티 공립학교에서
카페테리아를 운영합니다. 어떤 프로그램과 서비스에는 적격성 요구조건이 있거나 혜택을 받기 위해 시험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본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에 이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재 교육(Gifted Education)
초등학교에서 포커스(FOCUS)라고 불리우는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지적으로 앞선 학생들을 위한
학문적 도전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앞선 교과내용으로 귀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재 교육 수업은 GCPS 의 AKS
교과과정의 확장된 경험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사고 전략과 생각의 움직임을 개발시켜 줍니다. 영재 교육 자격증을 갖춘 교사가
수업을 가르칩니다. 조지아주에서 정한 적격성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학생들이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습니다.
영재 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결정하는데는 학생의 학교에서의 성적과 전국 평가고사 결과 둘 다가 사용됩니다.

특수 교육과 심리학적 서비스(Special Education and Psychological Services)
GCPS 의 특수교육과 심리학적 서비스 부서에서는 3 세 이상 장애 학생들의 교육적인 필요를 만족시키는데 주력합니다.
학생들은 조지아 교육부가 정한 적격성 요구조건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합니다. GCPS 에서는 평가(assessment)와 개입
(interventions)을 포함한 포괄적인 특수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ESOL)
영어가 모국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학생들과 영어가 아직 능숙하지않은 학생들에게는 숙달될때까지 ESOL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SOL 수업은 사회적이고 교육적 언어 부문의 듣기, 말하기, 읽기, 그리고 쓰기에대한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랭귀지아트, 수학, 과학과 사회 과목들에서의 학문적 언어도 개발합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교사들이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인성 교육(Character Education)
귀넷 카운티 교육구는 모든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가르치도록 요구하는 조지아 의회(Georgia General Assembly)의 명령을
지지합니다. 사회와 문화는 우리가 살고, 일하고, 배우는 방식을 이끄는 공통 맥락을 통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 신념은 가정에서 배우고 지역 사회, 학교, 종교 기관, 그리고 청소년 봉사 그룹에서 강화됩니다. 이러한 기본 신조는 귀넷
카운티 교사들이 가르치는 방식과 교육구의 학습 사업 운영방식을 이끕니다. 인성 교육은 AKS 교과과정에 철저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지도와 상담(Advisement and Counseling)
학교 책임자, 교사, 가족과의 협력적인 파트너쉽을 통하여 학교 카운셀러는 학생들을 위한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촉진하는 포괄적이고,
데이터에 근거한, 발달상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달합니다. 상담 활동과 개입은 학습 성취, 경력 개발, 사회.정서적 개발 등의
영역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카운셀러들은 교실에서의 핵심 수업, 소그룹 상담 및 개인 상담을 통하여 학생들과의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합니다.

기술/정보 및 대중 매체 정보 해독력(Technology/Information and Media Literacy)
학교의 미디어 프로그램은 자녀의 학습 성취에 이바지하고 자녀가 풍부한 정보 사회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GCPS 의 모든 미디어 센터는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읽기를 학생의 학습, 개인적 성장, 그리고 즐거움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장려하는, 조지아주 자격증을 갖춘 풀타임 미디어 전문교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디어 센터는 지역 공동체와 연관된 여러
포멧의 최신, 양질의 자료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디지털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배우며 학생들에게는 가정과 학교에서 GCPS
기준과 병행하는 온라인 자원 접속이 제공됩니다. 미디어 센터는 많은 학생들을 위한 수업, 소그룹 협력및 학생 개인의 탐험과 발견을
위해 사용되도록 유연성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2 학년 자녀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부모님께 드리는 조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교육에 참여하실 때 자녀들이 학교에서 더 공부를 잘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참여하면 학생들의 성취가 증대되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도 더 실력 있는 학교가 된다고 합니다.
Be There(자녀와 함께 하기)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과 자녀가 다니는 공립학교에의 참여를 장려하는 전국적인 운동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운전을 한다든가, 음식을 준비한다든가, 쇼핑이나 심부름을 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자녀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결되도록 하신다면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본 책자 전체에 걸쳐 자녀가 성공적인 2 학년을 보내도록 돕는 여러 비결들이 실려 있습니다. 교육구
웹사이트와 자녀의 학교 웹사이트에 부모님께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조언과 교육 자원이 실려 있습니다.

•

자주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대화를 나누고 자녀의 얘기를 들으십시오.

•

자녀의 배움에 대한 타고난 열정을 칭찬과 함께 격려하십시오. 자녀의 호기심과 열심을 인정해주십시오. 자녀에게
부모님께서 자녀의 성공적인 학습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점을 알리십시오.

•

자녀의 교사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십시오. 가을과 봄에 있는 자녀의 경과를 논의하는 학부모-교사 면담에
참석하십시오.

•

자녀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하십시오. 본 책자를 참고로 하십시오. 교육구
웹사이트( www.gcpsk12.org)에 2 학년 AKS 의 완전한 목록이 개시되어 있습니다.

•

학교에 정시에 항시 출석해야 함을 강조하십시오. 학교가 가정의 우선순위이며 매일 수업에 참석해야 함을
강조하십시오.

•

학교와 수업 중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하고 계십시오. 집으로 보내오는 학교 소식지와 보고서를 읽으시고
학교와 학군의 웹사이트를 통해 최근 정보를 얻으십시오.

•

자녀의 과제물을 보자고 하시고 과제물 샘플을 보관하셔서 한해 동안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보고 칭찬해 주십시오.

•

학부모 회의(PTA)에 참여해서 활동하시고 학교 행사에 참석하시고 가능하시면 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십시오.

•

자 녀 에 게 학교에 입고 갈 옷 선택, 식탁 차리기, 또는 침대 정리 등과 같이 매일 책임감을 가지고 할 일을 주십시오.

•

영양가 있는 음식 먹기, 충분한 휴식 취하기, 규칙적인 취침시간, 제시간에 일어나기,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생활 하기
등과 같은 건강한 습관을 기르도록 권장하십시오.

•

학교 생활에 적합한 품행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아이들은 움직이기 좋아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이 배우는 것에
대해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언제 움직이고 언제 얘기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교실에서 규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자녀를 이해시키고 부모님이 자녀가 학교에서 바른 행동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알리십시오.

•

자녀가 중요한 관찰과 대화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도우세요. 외출시 우체국, 식료품점, 또는 은행에서 본
것과 하는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세요.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표지판의 글자와 사인들을 가리켜 보세요. 같이 노래도 불러보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차에 보관하십시오.

•

공원, 박물관, 그리고 공공 도서관 등 가까운 곳의 흥미로운 장소들을 방문하십시오. 카운티 거주자들에게는
공공도서관 이용카드가 무료로 발급됩니다.

자녀를 위해 “자녀와 함께 할” 10 가지 일들
•

주의를 기울이고, 파악하고, 함께하는…자녀의 교육에 참여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

돌보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영향력 있는…자녀의 롤모델이 되십시오

•

힘이 되고, 긍정적이며, 재미있는…자녀의 치어리더가 되십시오

•

격려하고 협력하는…자녀의 파트너가 되십시오

•

가르칠만한 순간에 가르치는…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교사가 되십시오

•

참을성 있고, 수용적이며, 유연한 …다정한 비평가가 되십시오

•

도움을 줄 준비가 되고 경험을 나누는…조력자가 되십시오

•

말하고, 듣고, 자녀와 연결된…좋은 의사전달자가 되십시오

•

탐구심 많고, 나누고, 함께 읽는…평생 학습자가 되십시오

•

자녀와 자녀의 학교, 지역사회, 공교육의 옹호자가 되십시오

시험에 관한 내용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는 학생이 AKS 교과과정을 습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학생의 성취를
측정합니다. 학생들은 학급, 카운티 교육구, 주 정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참여합니다. 귀넷 카운티의 평가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 경과를 모니터 하도록 도와줍니다. 평가 데이터와 평가 정보는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초점은 교사가 각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을 촉진하는 학생 각 자를 위한 목표 있는 학습지도를 계획하도록
해줍니다.

2 학년 학생들이 보는 시험
모든 2 학년 학생들은 가을에 인지 능력 평가 시험(Cognitive Abilities Test, CogAT)과 아이오와 시험(Iowa Test)을
봅니다.
CogAT 은 학교 안과 밖 에서 학습과 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험은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주어 각 학생을 위한 적절한 학습 목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전국적인, 규준 지향 평가(norm-referenced test)인 아이오와 시험은 일반 지식과 기술에 근거한 학생의 성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규준 지향 평가는 학생의 점수와 동일한 시험 절차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본 다른 학생들의 점수를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본 시험은 학생의 기초 실력에 있어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교사들이 학생을 도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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