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문조사 질문에 대한 배경 정보 

      

아래 정보는 학부모 및 직원으로부터 나온 질문을 종합하여 작성했습니다. 칼렌다 

설문조사에 답하기 전에 먼저 읽어주십시오. 

설문조사 질문에 답하면, 특정 칼렌다에 대한 찬반 표결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설문조사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지 특정 칼렌다에 찬반 표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위원회가 최종 칼렌다를 채택할 때 설문조사 답변 내용을 감안할 

것입니다.  

질문 1에 있었던 4 개의 칼렌다 옵션에 대한 함축성은 무엇입니까? 

네 개의 시나리오는 과거에 논의되었던 개학일을 의미합니다.  

8월 초 개학일은 겨울 방학 전에 첫 학기가 종료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 옵션의 경우, 

학년도는 6월 초에 종료됩니다. (질문 1a) 

8월 중순 개학일은 겨울방학 전에 첫 학기가 종료되지만, 첫 학기의 수업일수는 두 번째 

학기의 수업일수에 비해 더 적습니다. 학년도는 6월 중순에 종료됩니다. (질문 1b) 

8월 말 또는 노동절 데이 이후에 개학하는 경우, 첫 학기는 겨울방학 후 학교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됩니다. 고교생들은 1월달에 학기말 최종 시험을 치르게 되며 그리고 두 번째 

학기는 2월 초에 시작될 것입니다. 이 옵션의 경우, 학년도는 6월 중순이나 6월 말이 될 

것입니다. (질문 1 c과 d)   

교육구가 겨울방학 기간을 3 주에서 2 주로 줄여야한다고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방학 기간이 칼렌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질문 2) 

겨울방학 기간을 2 주로 줄일 경우, 8 월 초부터 말까지의 칼렌다 시나리오에 5 일의 

학습일자가 추가되며, 예를 들면:  

 학교는 1월 초에 시작하며, 그리고 학년도는 6월에 1주 더 일찍 종료됩니다.   



 

 학교는 12 월에 1 주 더 늦게 종료하며 그리고 학년도는 6 월 1 주 더 일찍 

종료합니다. 

 

 

“조정된 8월 초” 칼렌다는 무엇입니까? (질문 3) 

졸업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구는 4-주 고교 학점 재이수 클래스를 겨울방학 후에 제공하며 

그리고 2 학기가 종료된 후 4-주 고교 학점 재이수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이 모델의 경우, 

학년도는 8월 초에 시작하며 그리고 6월 말에 종료됩니다. 학생들은 2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도 학점 재이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설문조사는 모든 학교에 동일한 칼렌다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질문 4) 

이 질문을 통해, 고교생 자녀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들에게 단일 칼렌다를모든 학교에 

채택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왜 첫 학기를 겨울방학 이전에 종료해야 하는 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까 (질문 5)? 

학년도를 늦게 시작할 수록, 첫 학기가 겨울방학 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첫 

학기가 1월에 다시 시작하면, 겨울방학 동안 학습지도가 일단 중단되며 그리고 가을학기 

성적은 2월 초까지는 발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