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8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학사력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판을 보시려면 www.
hcpss.org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학기 재개에 대한 교육
이사회의 온라인 작업 세션 
오후 4:30

30 31

교직원들 복귀

8월의 공휴일 및 주요 날짜

 29 Ashura – 이슬람교 (전 날 해질녘에 시작)

온라인 교육이사회 회의 
오후 4시. 2022회계 연도 
재정 예산과 2023-27
회계연도 재정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 의견 
및 예비 개발 공공 작업 
세션을 위한 공청회



2020년 9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학교와 사무실 휴교

학사력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판을 보시려면 www.hcpss.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등교 시작

9월의 공휴일 및 주요 날짜

전국 히스페닉 어메리칸 문화 유산의 달 (9/15-10/15)
 2 Ulambana/Obon – 불교
 19 Rosh Hashanah (2일간) – 유대교*
 28 Yom Kippur – 유대교* 

 *전 날 해질녘에 시작

노동절
학교와 사무실 휴교
(주 지정 휴일 )

Pre-K/RECC          
첫 등교일

PTA 협의회 정기모임 오후
7:30

CAC 회의 오후 7시

교육이사회 회의 오후 4시
공청회, 2022회계연도 
재정예산에 대한 작업 
세션 및 승인 & 2023-27
회계연도 재정 개선프로그램 
오후 7시

교육이사회 회의 오후 4시
2022 회계연도 재정 예산 
및 2023-27회계연도 재정 
개선 프로그램 발표 오후 
7시

벌칙없이 고교 과목 중 
취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



2020년 10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학사력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판을 보시려면 www.hcpss.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월의 공휴일 및 주요 날짜

 3 Sukkot (2일간) – 유대교*
10 Shemini Atzeret – 유대교*
 11 Simchat Torah – 유대교*      
 12 콜럼버스 데이   
 16 MSEA 컨벤션
 17 Navratri (10일간) – 힌두교

 18 Báb탄생일 – 바하이교*  
 19 Baha’u’llah탄생일 – 바하이교*
20  Guru Granth Sahib제정 – 시크교
 28 Mawlid-al-Nabi – 이슬람교 (달의 보임에 따라 좌우됨) 
 31 할로윈

*전 날 해질녘에 시작

전문인 작업일
MSEA 대회
학교들 3시간 조기 하교. 

반나절  Pre-K/RECC 없음

PTA 협의회 정기모임 오후
7:30

CAC 회의 오후 7시

교육이사회와 차 한잔의 
대화 오전 9:30-11시

교육이사회 회의            
오후 4시 & 7시

교육이사회와 PTA 회장들                              
& CAC와의 만남 오후7시 

교육이사회 회의            
오후 4시 & 7시



전문인 작업일
학교들 3시간 조기 하교. 
반나절  Pre-K/RECC 없음

1분기 종료

2020년 11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부모/교사 면담회로 인해 
학교들 3시간 조기 하교           
반나절 Pre-K/RECC  수업 
없음

학교들 3시간 조기 하교. 
반나절  Pre-K/RECC 
없음. 초/중학교 부모/교사 
면담회와 카운티 전체 고교 
전문인 학습일

학사력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판을 보시려면 www.hcpss.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일
학교와 사무실 휴교
(주 지정 휴일 )

11월의 공휴일 및 주요 날짜
전국 미원주민 문화 유산의 달
 1 일광 절약 시간 종료
 1 All Saints Day – 기독교
 11 재향 군인의 날
 14 Diwali (5일간) – 힌두교 
 18 교육보조 전문인의 날
 30 Guru Nanak Devji’s Gurpurab – 시크교

––––––  추수감사절 공휴일 ––––––

학교와 사무실 휴교
(주 지정 휴일)

학교와 사무실 휴교
(주 지정 휴일)

학생들 휴교
부모/교사 면담회

––––––––––––––––––––––––––––––––– 미 교육 주간 –––––––––––––––––––––––––––––––––

PTA 협의회 정기모임 오후
7:30 CAC 회의 오후 7시

성적표 발급

교육이사회 회의            
오후 4시 & 7시

교육이사회와 학생 대표들 
만남 오후 12:30

교육이사회 회의            
오후 4시 & 7시



2020년 12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학사력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판을 보시려면 www.hcpss.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월의 공휴일 및 주요 날짜
11 Hanukkah (8일간) – 유대교 (전 날 해질녘에 시작)

 24 성탄절 이브 – 기독교
25 성탄절 – 기독교
 26 Kwanzaa (7일간) – 아프리카계 미국인/종파 초월

학교와 사무실 휴교
(주 지정 휴일)

학교와 사무실 휴교
(주 지정 휴일)

––––––––––––––––––––––––– 겨울 방학 – 휴교 –––––––––––––––––––––––––

PTA 협의회 정기모임 오후
7:30 CAC 회의 오후 7시

교육이사회 회의            
오후 4시 & 7시

교육이사회 회의 오후 4
시 교육감이 발의한 2022
회계연도 운영예산 발표 
오후7시



2021년 1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학사력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판을 보시려면 www.hcpss.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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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HS HS

1월의 공휴일 및 주요 날짜
 6 Epiphany – 기독교
 7 Feast of Nativity – 기독교 정교회
 14 Makar Sankranti – 힌두교
 20 Guru Gobind Singh’s Gurpurab – 시크교

새해 첫 날    
학교와 사무실 휴교
(주 지정 휴일)

마틴 루터 킹Jr.의 날
학교와 사무실 휴교
(주 지정 휴일)

고교만 3시간 조기 하교 
반나절 Pre-K/RECC 없음

고교만 3시간 조기 하교 
반나절 Pre-K/RECC 없음

2분기 종료
고교만 3시간 조기 하교 
반나절 Pre-K/RECC 없음

PTA 협의회 정기모임 오후
7:30

CAC 회의 오후 7시

교육이사회와 차 한잔의 
대화  오전 9:30-11시

전문인 작업일
학생들 휴교

교육이사회 회의            
오후 4시 & 7시

교육감이 발의한 2022 
회계연도 운영예산에 대한 
교육이사회 공청회 I 오후
7시

교육이사회 회의            
오후 4시 & 7시

교육감이 발의한 2022 
회계연도 운영예산에 대한 
교육이사회의 공공 작업  
세션 I. 오후1시

교육감이 발의한 2022 
회계연도 운영예산에 대한 
교육이사회의 공공 작업  
세션 II. 오후1시

교육감이 발의한 2022 
회계연도 운영예산에 대한 
교육이사회의 공공 작업  
세션 III. 오후1시
공청회 II, 오후 7시

교육감이 발의한 2022 
회계연도 운영예산에 대한 
교육이사회의 공공 작업  
세션 IV. 오후1시



2021년 2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학사력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판을 보시려면 www.hcpss.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인 연수일
학생들 휴교

ES ES

2월의 공휴일 및 주요 날짜
전국 아프리칸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         
12 음력 새해 – 중국/한국/베트남
15 열반의 날 – 불교
17 재의 수요일/사순절 시작 – 기독교
 26 Purim – 유대교 (전 날 해질녘에 시작)

대통령의 날
학교와 사무실 휴교
(주 지정 휴일)

부모/교사 면담회로 인해 
초등학교만 3시간 조기 하교                             
반나절 Pre-K/RECC 없음 부모/교사 면담회로 인해 

초등학교만 3시간 조기 하교                             
반나절 Pre-K/RECC 없음

ES

PTA 협의회 정기모임 오후
7:30

CAC 회의 오후 7시

성적표 발급

교육이사회 회의            
오후 4시 & 7시

교육감이 발의한 2022 
회계연도 운영예산에 대한 
교육이사회의 공공 작업 
세션 V. 오후1시

교육감이 발의한 2022 
회계연도 운영예산에 대한 
교육이사회의 공공 작업 
세션 VI. 오후1시
(악천후 대비일)

2022회계연도 운영 
&재정 예산&2023-27
회계연도 재정 개선 
프로그램 채택 오후 3시 
교육이사회 회의            
오후 4시 & 7시

벌칙없이 2학기 고교과목 중 
취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



2021년 3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학사력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판을 보시려면 www.hcpss.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월의 공휴일 및 주요 날짜
전국 여성 역사의 달
아이리쉬계 미국인 역사의 달
 14 일광 절약 시간 시작
 21 Naw-Ruz (바하이교와 이란의 새해)
 28 종려주일 – 기독교
28 유월절 (8일간) - 유대교*
 29 Holi – 힌두교 
*전 날 해질녘에 시작 

직원 감사 주간

PTA 협의회 정기모임 오후
7:30

CAC 회의 오후 7시
교육이사회와 PTA 회장들 
& CAC와의 만남 오후7시

교육이사회 회의            
오후 4시 & 7시

교육이사회와 차 한잔의 
대화  오후 7:30-9시

교육이사회 회의            
오후 4시 & 7시



2021년 4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학사력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판을 보시려면 www.hcpss.org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들 3시간 조기 하교. 
반나절  Pre-K/RECC 없음 

3분기 종료

4월의 공휴일 및 주요 날짜
 2 Good Friday – 기독교 
 4 부활절 – 기독교
 5 부활절 월요일
 9 Yom HaShoah – 유대교*
12 Hindu New Year – 힌두교
13 Ramadan (30일간) – 이슬람교*

13 Vaisakhi (음력) – 시크교 (달에 좌우됨)
 21  Ridvan (12일간) – 바하이교*
 22 행정전문인의 날
 23 자녀를 부모 일터에 데려오는 날
 25 Orthodox Easter – 기독교 정교회

*전 날 해질녘에 시작

학교와 사무실 휴교
(주 지정 휴일)

––––––––––– 봄 방학 – 휴교  –––––––––––––

봄 방학
학교와 사무실 휴교
(주 지정 휴일)

PTA 협의회 정기모임 오후
7:30

CAC 회의 오후 7시

교육이사회 회의            
오후 4시 & 7시

교육이사회와 학생 
대표들과의 만남 오후 12:30 

교육이사회 회의 오후4시
2022회계연도 운영&재정 
예산 & 회계연도 2023-27 
재정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작업 세션 오후7시

성적표 발급



2021년 5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학사력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판을 보시려면 www.hcpss.org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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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감사 주간  ––––––––––––––––––––––––––––––––––––––

5월의 공휴일 및 주요 날짜
전국 아시아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
 2 Orthodox Easter – 기독교 정교회
 9 어머니의 날
13 Eid al Fitr – 이슬람교 (달에 좌우됨)
17 Shavuot – 유대교 (전 날 해질녘에 시작)

24  Bab의 선포일 – 바하이교 (전 날 해질녘에 시작)

29  Baha’u’llah의 승천 – 바하이교 (전 날 해질녘에 시작)

메모리얼 데이  
학교와 사무실 휴교
(주 지정 휴일)

전문인 연수일/ 
명료화의 날
학생들 휴교

PTA 협의회 정기모임 오후
7:30

CAC 회의 오후 7시
교육이사회 회의            
오후 4시 & 7시

2022 회계연도 운영 & 
재정 예산 & 2023-2027
회계연도 재정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사회 
채택 오후 3시

교육이사회 회의            
오후 4시 & 7시

2022회계연도 운영&재정 
예산 & 회계연도 2023-27 
재정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공청회(필요시) 오후 7시



2021년 6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학사력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판을 보시려면 www.hcpss.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월의 공휴일 및 주요 날짜
 14 깃발의 날
 20 아버지의 날

전문인 작업일 
학교들 3시간 조기 하교         
반나절  Pre-K/RECC 없음

악천후로 인한 수업보충일로 
사용될 수도 있음(4일차)

악천후로 인한 수업보충일로 
사용될 수도 있음(5일차)

악천후로 인한 수업보충일로 
사용될 수도 있음(1일차)

악천후로 인한 수업보충일로 
사용될 수도 있음(2일차)

전문인 작업일 
학교들 3시간 조기 하교         
반나절  Pre-K/RECC 없음

마지막 수업일
전문인 작업일 
학교들 3시간 조기 하교         
반나절  Pre-K/RECC 없음

전문인 작업일 
학교들 3시간 조기 하교         
반나절  Pre-K/RECC 없음

악천후로 인한 수업보충일로 
사용될 수도 있음(3일차)

교육이사회 회의 오후 
4시 타당성연구에 대한 
발표 오후 7시

교육이사회 회의            
오후 4시 & 7시



2021년 7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7월의 공휴일 및 주요 날짜
  9 Bab의 순교  – 바하이교 (전 날 해질녘에 시작)

20 Eid al-Adha  – 이슬람교 (달에 좌우됨)
24   개척자의 날 – 몰몬교
  

독립기념일 

대체공휴일          
학교와 사무실 휴교
(주 지정 휴일)

교육이사회 회의            
오후 4시 & 7시



2021년 8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