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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월   8일,   2020  개학  
9월   22일,   2020                                                         백투스쿨나잇(미정)  
9월   28일~   10월   4일,   2020  온라인   북페어  
10월   12일,   2020  학생휴일  
11월   2일~3일,   2020  학생휴일  
11월   11일,   2020  베테랑데이   -   2   시간   일찍   하교  
11월   25일~27일,   2020  추수감사절-학생휴일  

12월   21일~   1월   1일,   2020  겨울방학-학생휴일  
  

2021  
January   18,   2021  마틴루터킹데이-학생휴일  
January   22,   2021  쿼터종료-2시간   일찍   하교  
January   25,   2021                                                       선생님   워크데이-학생휴일  
February   15,   2021  대통령의   날   -   학생   휴일  
March   5,   2021  2시간   일찍   하교  
March   8,   2021  학생휴일  
March   26,   2021  쿼터종료-   2시간   일찍   하교  
March   29   -   April   2,   2021  봄방학  
April   5,   2021  선생님   워크데이-   학생   휴일  
May   31,   2021  메모리얼데이-학생휴일  
June   11,   2021  학교   마지막날-3시간   일찍   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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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간  

킨더(K)   ~   6   학년        월요일-   금요일 오전8:50.-오후   3:35  

각   교실에서의   조회를   알리는   종은   오전   8시   50분에   올리고   수업이  
시작됩니다.  

결석과   지각  

질병이나   직계   가족의   사망을   제외한   모든   결석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가족   여행,   본국   방문   혹은   방학이나   휴일을   연장하여   여행을   하는   경우   등의   결석도  

무단결석으로   간주되며,   반드시   학교에   통보해야만   합니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학교  
수업  

일수를   엄수하는   것이   자율   조항이   아닌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반드시   학생들은  

학기내   지정된   수업   일수를   엄수해야만   합니다.  

 

.   
학교   주요   행사   안내  

 

담임선생님과   온라인으로   만나고   인사   나누는날   (Homeroom   Teacher   Virtual  
“Meet   and   Greet)  

8월   31일과   9월   2일에   하게   됩니다.   이날은   담임   선생님과   반   친구들을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는날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보내주시는   링크를   통해   만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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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오픈하우스(Virtual   Open   House)  

오픈하우스 는    9월   2일   오전   9시부터   10시에   있습니다.    이   날은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과   학급   친구들을   만나고   health   Form   등   학교를   시작하자마자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한   정보도   얻게   됩니다.  

학부모회   미팅   (PTO   meeting)  

학부모회에   대해   더   알게   되는   좋은   계기입니다.   학교를   돕는   방법,   자원   봉사하는  
길,   강의등을   들을수   있는   기회입니다.   추가   학부모회   미팅   날짜는   추후에  
학교신문이나   학교   웹싸이트를   통해   공지가   나갑니다.   

교장선생님과   커피   (Coffee   with   the   Principal)  

교장선생님과   커피시간은   학부모님들과   교장선생님께서   만나   편안하게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학년별로   날짜와   시간이   다릅니다.   날짜는   학사일정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온라인   북페어   (Virtual   Book   Fair)  

학부모회(PTO)와   Book   Worm출판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온라인에서   하게됩니다.   학생들의   읽기   수준   및   주제별로   도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되는   수익금의   일부는   학부모회(PTO)의   경비로  
사용됩니다.   

온라인   선생님께   감사하는주   (Virtual   Staff   Appreciation   Week)  

5월   첫째주에   스승의   날같이   선생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학부모회에서   각종   이벤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준비합니다.  
금요일에는   작은선물   혹은   온라인상으로의   깜짝   선물등으로   선생님께  
감사함을   표현해보는걸   권해드립니다.  

온라인   졸업식   (Virtual   Graduation)  

졸업식에서는   전체   6학년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우수   학생을   위한   시상식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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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안내   SPRING   HILL   PARENT   TEACHER  
ORGANIZATION   (PTO)   

The   Spring   Hill   Parent   Teacher   Organization   (PTO)는   Spring   Hill   초등학교의  
교사   및  
학부모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학교와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힐   PTO   내에는   30여개의   소그룹이   있으며,   많은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이  
단체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The   PTO에서   스프링힐   초등학교에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eacher   development   and   conferences  
Field   trips  
Cultural   arts   assemblies   throughout   the   school   year  
Parent   University   speakers  
Art   appreciation  
School   library  
Outdoor   Learning  
Classroom   supplies   and   special   projects  
And   more!  
 
추가로   PTO에   모여진   자금은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일들로  
쓰여집니다.   학교에서   쓰는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SMART   보드,  
mounted   projectors   구입   그외에   교실에   필요한   것들   구입에   쓰여지고.  
학교밖에   키스앤   라이드   장소   캐노피   아이들의   플랜팅체험   장소들   만드는데도  
쓰여졌습니다.   
 
 
Panther   Press   and   the   PTO   Scoop,   

매주   발송되는   학교   뉴스레터를   확인해주세요.   중요한   학사일정과   학교  
이벤트와   날짜들이   계재됩니다.   페이스북에서   라이크하시거나   트위터   팔로우  
하셔서도   학교   소식을   전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분들의   PTO   참여를  
권장합니다.    더많은   정보는    www.springhillpto.org    에서   보실   수   있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PTO회장한테   이메일   보내시면   됩니다  
springhillptopresiden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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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오신   가족들을   위한   안내  

스프링힐   초등학교는   많은   외국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에  
걸려있는   여러나라   국기들은   학생들이   태어난   나라국기입니다.   스프링힐  
학교는   여러   국가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자녀가   태어난   나라의  
국기가   없으면   학교   사무실에   알려주십시오.  

처음   스프링힐에   오시는   가족들의   적응을   위해   학교   사무실   직원들과  
카운셀러들의   지원은   물론이고   다양한   언어로   도움을   줄   수   있는   Student  
Ambassadors와   Parent   Ambassadors도   있습니다.  

 
학교   준비물   안내(School   Supply   List)  

담임   선생님들은   일년   동안   수업에   필요할   준비물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준비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년별   준비물   목록은  
새학기가   시작하기   몇   주   전부터   스프링힐   왭사이트에   게재됩니다.  
http://www.fcps.edu/SpringHillES/grade_levels.htm.   구입하신   준비물들은   학교  
Open   House   Day때나   수업   시작   첫날   학교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PLEDGE   OF   ALLEGIANCE)  

미국   성조기의   대한   맹세는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학교에   가면  
하는   첫일과   입니다.  

 

 

자료   (RESOURCES)  

www.fcps.edu/about/attend.htm  

 

학교   카운셀링   프로그램   (THE   SCHOOL   COUNSELING   PROGRAM)  

Spring   Hill   Elementary   School   Counseling   &   Guidance   Program   학교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의   사회적,   감정적   학습적인   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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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상담   프로그램은   개인이나   그룹상담,   학부모   교육,  
학부모와   선생님   상담등을   돕고있습니다.  

상담선생님들은   사회적   문제,   대처   기술,   충돌시   해결,   우정   기술,   가족   변화  
등의   상담과   지도를   해드립니다.   상담선생님들은   시험과   학습제도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수있습니다.  

자녀나   부모님들의   원만한   학교   적응을   위하여   카운셀러팀에서는8월에   열리는  
새가족환영식   (학부모   지원   봉사자들과   함께하는   질문과   답시간과   학생들이  
제공하는   학교   견학시간이   포함된   )   과   같은   행사로   통해   다양한   협조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의   분들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Dr.   Judy   Trigiani   –   judy.trigiani@fcps.edu  

Mrs.   Dona   Sasala   –    dona.sasala@fcps.edu  

 

학부모   대사들   PARENT   AMBASSADORS   

학부모   대사들은   스프링힐에   오신   모든   새학부모님들을   환영합니다.   학부모  
대사들은   학교의   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있습니다.   앞으로   커피타임과  
만남들로   통하여   질문과   정보를   나눌   계획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학부모  
대사   조정을   맡고   있는   Daniela   Silva    silvadani@hotmail.com ,   and   Michelle  
Garcia   pactumfactum@yahoo.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학부모   대사들   INTERNATIONAL   AMBASSADORS   

국제   학부모   대사들은   영어외   각   나라   언어로   학교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각  
언어의   통역을   원하시면   학교   PTO   웹사이트   주소   리스트에서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Parent   University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1년동안   4번정도   합니다.   주제는  
서베이를   통한   피드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PTO  
회장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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