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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ESOL 고등학교 
서머스쿨(교사가 직접 가르치는)에 관한 정보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의 2013년 영어학습자들을 위한 고등학교 서머스쿨은 학생이 코스를 미리 듣거나 전에 

낙제한 코스의 수업을 보충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서머스쿨은 올 가을에 9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선정된 코스를 포함해 고등 학교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그러나, 교통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서머스쿨 등록 신청서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한 후에 자녀의 카운셀러가 자녀가 신청한 코스를 검토할 

것입니다.  아래 질의문답과 본 유인물 뒷면에 기재된 코스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질문이 있으시면 자녀의 

카운셀러, ESOL 교사에게 문의하시거나 서머스쿨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 (www.gcpssummerschool.com). 

서머스쿨이 어디에서 열립니까? 

다음 3곳에서 다양한 코스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음 3곳 중 자신이 수강하고자 하는  

코스를 제공하는 학교 어디나 출석이 가능합니다.  

• Archer High (2255 New Hope Rd., Lawrenceville) 
• Lanier High (918 Buford Hwy., Sugar Hill) 
• Meadowcreek High (4455 Steve Reynolds Blvd., 
Norcross) ESOL 고등학교 서머스쿨은 

Meadowcreek 고등학교에서 있습니다.  

서머스쿨 수업료는 얼마입니까? 

Meadowcreek HS에서 제공되는 영어 학습자들(EL 

또는 ESOL students)을 위한 수업은 귀넷 카운티 

영어 학습자 교육부(EL Department)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영어 학습자는 Archer 고등학교나 Lanier 

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고등학교 일반 서머스쿨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의 

책임자(the Director of English Learner Programs)가 

특별히 허락한 경우에만 영어 학습자 부서에서 

수업료 지불이 가능합니다.  ESOL 교사가 이메일로 

학생을 대신해 이러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서머스쿨에 등록하고 수업료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월 1일 – 6월 3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www.mypaymentsplus.com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십시오. 영어 학습자들의 경우 반드시 학생의 

ESOL 교사나 카운셀러가 등록을 대신 해주어야 

합니다. 

서머스쿨이 열리는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2월 1일–6월 3일  온라인을 통한 등록  

6월 10일  ESOL 학생 오리엔테이션 

6월 11일  수업 개시 

6월 20일  경과보고서 발행 

7월 1–3일  선정된 코스에 대한 평가 시험 기간 

7월 4일  공휴일 

7월 10일  학기말 고사/수업 종료일 

7월 11일  졸업식(Gwinnett Arena에서 오전    

               10시에 거행됨) 

서머스쿨 수업이 있는 요일과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서머스쿨 수업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있고 

수업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교시     오전 7–11시 

점심시간  오전 11–11:30분 

2교시     오전 11:30 –3:30분 

서머스쿨의 출석에 관한 방침은 어떻게 되나요? 

1교시가 4시간짜리 수업이고 서머스쿨 학기(17일)가 

짧기 때문에 학생이 학점 승인 기준에 부합하려면 

적어도 16일을 수업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은 하루 이상 수업을 결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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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수업을 두 번째 결석하는 학생은 등록금 

환불 없이 서머스쿨에서 제명됩니다. 결석 사유로 

인정되는(excused) 결석이든 아니든(unexcused) 

상관없이 모든 결석에는 이러한 방침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유의: 지각은 학습을 저해하며 수업을 방해합니다.  

아래 출석과 관련된 처벌 방침을 보십시오: 

지각(수업을 알리는 타종 후 30분내) = 지각 1회 

지각 3회 = 결석 1회 

지각 (30분이 넘는) = 결석 1회 

두 번째 결석 = (등록금 환불 없이) 서머스쿨에서 

제명됨  

서머스쿨 기간 동안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사먹을 
수 있나요? 

서머스쿨 기간 동안에는 학교측에서 점심을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판매원이 점심시간 

30분 동안 피자, 닭고기 샌드위치 등의 점심식사를 

판매합니다.  도시락을 싸워도 됩니다.  1. 2교시 둘 

다 등록한 학생은 수업 사이의 

점심시간에 어떠한 이유로도 서머스쿨 

캠퍼스를 이탈할 수 없습니다.

 

  캠퍼스를 이탈할 

경우 1일 정학(하루 결석으로 처리됨)을 받게 

됩니다. 

기말 고사와 기타 시험에 관한 정보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학기말 고사를 보아야 합니다.  
 
Freshman Language Arts, Junior Language Arts, Algebra I 
CC, Integrated Geometry, Biology, Economics, and U.S. 
History의 2학기 수업에 등록한 학생들은 해당 

코스를 마칠 때 조지아 주에서 의무적으로 보도록 

하는 코스 평가 시험( End of Course Test, EOCT) 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EOCT 시험 기간은 7월 

1-3일입니다.  EOCT 시험은 해당 코스의 기말 

고사로 계산되며  EOCT 성적은 학생의 최종 성적의 

20%를 차지합니다. 

비EOCT 코스 기말고사는 7월 10일로 예정됨  

1교시 시험  오전 7–9 시 

쉬는 시간 오전 9–9:15분 

2교시 시험 오전 9:15–11:15분 

 

기말 고사가 학생의 총 성적의 20%를 차지함  

Find information and register online February 1–June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