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2019–2020 학년도 달력 – 행사 날짜 
날짜 행사 날짜 

2019년 7월 4일 독립기념일 – 학교와 사무실 휴교*** 

2019년 8월 21일 학교 직원 복귀 

 2019년 22 & 28일 카운티 전체 전문인 학습일  

2019년 9월 2일 노동절 – 학교와 사무실 휴교*** 

2019년 9월 3일 학생 첫 등교일 

2019년 9월 5일 Pre-K/RECC학생 첫 등교일 

2019년 9월 30일 학교와 사무실 휴교** 

2019년 10월 9일 학교와 사무실 휴교** 

2019년 10월 18일 전문인 작업일 – 학생들 휴교 

2019년 11월 1일 전문인 작업일 – 학교들 3시간 조기 하교. 반나절  Pre-K/RECC 없음. 1분기 종료 (41일) 

2019년 11월 25일 
학교들 3시간 조기 하교. 반나절  Pre-K/RECC 없음. 초/중학교 부모/교사 면담회; 카운티 전체 고교 

전문인 학습 

2019년 11월 26일 학교들 3시간 조기 하교. 반나절  Pre-K/RECC 없음. 부모/교사 면담회 

2019년 11월 27일 학생들 휴교. 부모/교사 면담회 

2019년 11월 28-29일 추수감사절 공휴일 – 학교와 사무실 휴교*** 

2019년 12월 23-31일 겨울 방학 – 휴교(12/23**; 12/24-31***) 

2019년 12월 24-25일 학교와 사무실 휴교*** 

2020년 1월 1일 새해 첫 날  – 학교와 사무실 휴교*** 

2020년 1월 2일 개학일 

2020년 1월 20일 마틴 루터 킹 Jr.의 날 – 학교와 사무실 휴교*** 

2020년 1월 22-24일 고교만 3시간 조기 하교. 반나절 Pre-K/RECC 없음 

2020년 1월 24일 2분기 종료 (48일) 

2020년 1월 27일 전문인 작업일 – 학생들 휴교 

2020년 2월 13-14일 초등학교만 3시간 조기 하교. 반나절 Pre-K/RECC 없음. 부모/교사 면담회  

2020년 2월 17일 대통령의 날 – 학교와 사무실 휴교*** 

2020년 4월 3일 전문인 작업일 – 학교들 3시간 조기 하교.  반나절 Pre-K/RECC 없음. 3분기 종료 (48일) 

2020년 4월 6-13일 봄 방학 – 휴교** 

2020년 4월 10과 13일 학교와 사무실 휴교*** 

2020년 4월 28일 예비선거일 – 학교와 사무실 휴교*** 

2020년 5월 15일 전문인 작업일/명료화의 날 – 학교들 3시간 조기 하교. 반나절  Pre-K/RECC 없음 

2020년 5월 25일 메모리얼 데이 – 학교와 사무실 휴교*** 

2020년 6월 11-12일 학교들 3시간 조기 하교. 반나절 Pre-K/RECC 없음. 전문인 작업일과 고교 기말시험 

2020년 6월 15일 
마지막 수업일 – 학교들 3시간 조기 하교. 반나절  Pre-K/RECC 없음. 전문인 작업일과 고교 기말시험 

(43일) 

2020년 6월 16일 전문인 학습일/작업일* – 악천후로 인한 1일차 수업보충일로 사용될 수도 있음.  

2020년 6월 17일 전문인 학습일* –악천후로 인한 2일차 수업보충일로 사용될 수도 있음.  

2020년 6월 18, 19와 22일 악천후로 인한 수업보충일 3, 4, 5일차로 사용될 수도 있음.  

 *마지막  2일의 (전일) 전문인 학습일/작업일은 마지막 수업일에 뒤이어 행해짐. 

   **위원회 승인 *** 주 지정                                                                                2019-2020 Calendar Dates Only (International Student & Family Services - Korean: KK, 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