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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설명  

1 학생 휴일 

 적설로인한 휴교 보충일 혹은 학생 휴일 

 조기 하교일 (킨더가튼-8학년) 

 고등학교 학기말 고사 (9-12 학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일년에 두차례 
학부모-교사 면담을 위해 조기 하교일을 
갖습니다. 학생들은 평소보다 2시간 30분 일찍 
하교합니다.    

악천후에 대비해 3일의 적설로인한 휴교 
보충일을 포함시켰습니다. 만일 적설로 인해 
휴교할경우 학생들의 수업 보충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휴교일— 2월 15일에 보충함.  
두번째 휴교일— 2월 18일에 보충함.  
세번째 휴교일— 3월 29일에 보충함.  
사용하지않은 적설로인한 휴교 보충일은 학생 
휴일로 간주됨.  

만일 악천후로인해 학교가 휴교하거나 일찍 
하교하는 경우,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TV 채널, 
학교 시스템 웹싸이트 
(www.gwinnett.k12.ga.us), 트위터와 
패이스북, 그리고 메트로 아틀랜타 라디오와 
TV 방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그에대해 
발표합니다.  보통 아침 6시까지는 종일 
휴교에대해 발표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더 자세하게 알고싶다면… 

 아래의 케이블 방송사에서 GCPS TV 를 
시청하거나 온라인의 생방송 프로그램을 
보거나 on-demand 
(www.gwinnett.k12.ga.us/gcpstv/)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AT&T 지역 정부 채널에 나와있습니다 
 Charter Channel 22 
 Comcast Channel 24 or 26  

 GCPS의 전자 메일 월별 소식지인 eNews 
와 학부모용 정보인 BeThere@GCPS 를 
온라인 신청하십시오.  

 매달 3번째 목요일에 열리는 학교 이사회 
미팅에 참석하십시오.  

 
437 Old Peachtree Rd., NW,  
Suwanee, GA  30024-2978 
678-301-6000 
www.gwinnett.k12.ga.us 
 

 

 

2
0

1
2

-1
3

 S
tu

d
e

n
t 

C
a

le
n

d
a

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온라인에서 우리를 팔로우하십시오 

온라인으로 교육구의 뉴스와 현재 이벤트등을 자주 확인하십시오. www.gwinnett.k12.ga.us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심볼들을 찿으십시오. 
 

 교육구 웹싸이트에서 GCPS’의 RSS 

news feeds 를 구독하십시오.  
 

 Twitter 에서 

GwinnettSchools 를 
팔루우 하세요 

 

 Facebook 에서 Gwinnett  

County Public Schools 를 
찿으세요 

 
 

http://www.gwinnett.k12.ga.us/�
http://www.gwinnett.k12.ga.us/gcp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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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 학사연도 시험 예정일 
학생의 출석율은 학생의 학습 성취와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학생이 매일 학교에 출석하는것, 특히 시험일에 출석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험에 참가하는것은 학생들이 알고있는것을 보여줄 좋은 기회이며 또한 교사에게 각 학생의 학습에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에 2012-13 학사연도에 귀넷 카운티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보는 시험과 주와 카운티에서 주관하는 시험날짜를 기재하였습니다. 아래의 
날짜들은 시험을 보기로 예정된 날짜이나 실제 학생들은 시험 당일에 짧게는 한시간, 길게는 두시간동안만 시험을 보게됨을 기억하십시오. 
병원 예약이나 기타 계획을 세우실때 다음의 시험날짜들을 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초등학교 시험 일자 

2012년 9월 17–21일 인지 능력 시험 (CogAT) 실시 기간  1, 3, 5 학년 
2012년 10월 22–26일  아이오와 기초 학습 평가 시험 (ITBS) 실시 기간   3, 5 학년 
2013년 1월22–3월5일 *영어 습득 학생들에대한 ACCESS (영어 능력 측정) 시험 기간 영어 습득 학생들 
2013년 3월 6일  조지아 작문 시험   5 학년 
2013년 3월18–29일  조지아 작문 평가 기간   3 학년 
2013년 4월 22–29일  조지아 표준 학력 평가 시험(CRCT)   3–5 학년 

중학교 시험 일자 

2012년 9월17–21일 인지 능력 시험(CogAT) 실시 기간  8 학년 
2012년 10월29–11월2일  아이오와 기초 학습 평가 시험 (ITBS) 실시 기간 8 학년 
2013년 1월22–3월5일 *영어 습득 학생들에대한 ACCESS (영어 능력 측정) 시험 기간 영어 습득 학생들 
2013년 1월23일 조지아 작문 시험    8 학년 
2013년 4월22–26일  조지아 표준 학력 평가 시험 (CRCT)  6–8 학년 

2013년 5월6–5월22일 조지아 코스 평가 시험 (End of Course Test) 실시 기간, 8 학년 
 선정된 고등학교 코스 해당 

고등학교 시험 일자 

2012년 10월 3일  조지아 고등학교 작문 시험  11 학년 
2012년 10월 17일  PSAT (10학년은 무료, 11학년은 유료) 10 학년, 11학년은 선택 사항 

2012년 12월10–  선정 코스별 조지아 코스 평가 시험 기간  9–12 학년 
2013년 1월 4일 선정 코스별 시험 날짜는 추후 결정됨 

2012년 12월17–19일  학기말 고사(Final Exams)   9–12 학년 
2013년 1월22–3월 5일 *영어 습득 학생들에대한 ACCESS (영어 능력 측정) 시험 기간 영어 습득 학생들 

2013년 3월 18–21일 조지아 고등학교 졸업 시험 11 학년 
 (랭귀지 아트,사회, 수학, 과학 부 시험) 

2013년 4월1 과 3일 고등학교 게이트 웨이 시험 (과학과 사회 과목) 10 학년 
2013년 5월 6–22일 조지아 코스 평가 시험 (End of Course Test) 기간, 선정된 코스 해당  9–12 학년 
2013년 5월 6–17일  AP (대학 진학용 과목) 시험  AP 학생들 
2013년 5월 20–22일 학기말 고사   9–12 학년 
 
시험 실시 기간내 각 학교별 시험 실시 날짜는 각 학교에서 부모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주의: block 스케쥴을 실시하거나 단축 학기 
(mini-semester)로 공부하는고등학교의 경우 10월과 3월에 조지아 코스 평가 시험 (End of Course)과 학기말 고사 (Final Test)를 
위한 추가의 시험 실시기간을 갖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해당 학교로 문의 하십시오. 

* ACCESS 시험기간동안 영어를 습득중인 학생들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리고 독해력에 있어서의 영어 능숙도를 측정하기위해 3가지 
시험(각 시험당 1시간 정도 걸림)을 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