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포시시스스  카카운운티티  공공립립  학학교교에에  오오신신  것것을을  
환환영영합합니니다다  

 

ALMON C. HILL CENTER 
136 ELM ST 

CUMMING GA 30040 
전화: (678) 947-0274    
팩스: (678) 947-1191  

nmalone@forsyth.k12.g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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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친애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님 
 

 
포시스 카운티 공립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이나 

조지아주에 처음 오셨다면 학교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안내서(Newcomer’s Guide)에 포시스 카운티 학교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교사 및 
교직원의 강한 협력 관계는 학생의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돕습니다. 
귀하의 협력, 참여 및 참석이 필요합니다. 학군의 정책, 절차 및 기대를 
이해하면 자녀가 학급 활동, 숙제 및 특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별 학교, Title I, ESOL, 
이주자 교육 및 노숙자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 참여 활동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환기 교육 서비스 직원 
 

• Norma Malone   –  교직원 훈련 담당 
• Gladys Sasso-Alvarez  –  노숙자 연락 담당 
• Rebecca Lopez   –  사무 보조 
• Barbara Nalley   – 학부모-교사 리소스 룸 
              계약 보조 



 
학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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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시스 카운티 학교 시스템에는 학군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선출된 교육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 위원회 위원들은 

저희 학군에 사는 분들입니다. 교육 위원회는 학군 예산, 인사, 교육 프로그램, 시설 및 학생 

활동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교육 위원회는 학군에 새 학교 설립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학군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저희 학군의 학교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PEOPLE WHO WORK IN THE SCHOOL DISTRICT OFFICES                         
AND IN THE SCHOOLS 

 
 

초등학교 = 유치원 ~ 5 학년 
*유치원- 9 월 1 일까지 만 5 세가 되어야 입학 가능합니다. 

• 학생들은 보통 1 명의 교사로부터 수업을 듣습니다. 
•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긴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 월요일 ~ 금요일  학교 I 오전 7:40 ~ 오후 2:20 학교 II 오전 8:20 ~ 오후 3:00 

과목 
• 읽기, 영어 및 수학(매일) 
• 건강, 과학, 사회학(주 2~3 회) 
• 미술, 체육, 미디어 센터, 음악(주 1~2 회) 
• ESOL – 주 1~2 회(자격이 있는 경우) 

 
중학교 = 6 학년, 7 학년, 8 학년 

• 학생들은 보통 여러 교실에서 서로 다른 교사들로부터 6~8 개의 수업을 듣습니다. 
• 긴 휴식 시간이 없고, 학교 건물 내에서 잠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00 ~ 오후 4:15 
과목 

• 읽기 및 영어                                     - 음악 
• 체육                                                  - 수학 
• 과학                                                  - 컴퓨터 
• 사회학                                               - 미술 
• 외국어(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 ESOL – 주 1~2 회(자격이 있는 경우) 

고등학교 = 9 학년, 10 학년, 11 학년, 12 학년 
• 학생들은 졸업 요건을 갖추기 위한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을 듣습니다. 
• 일부 과목은 난이도가 다른 여러 수업을 제공합니다(수학, 영어 등). 
•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25 ~ 오후 3:40 
과목 

• 영어                                                 - 사회학 
• 수학(예: 기하학, 대수학 등)             - 미술 
• 과학(예: 생물학, 물리과학)              - 외국어 
• 체육                                                 - ESOL/Sheltered ESOL(자격이 있는 경우)
• 컴퓨터/테크놀로지 
• 비즈니스 



학군 사무실과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 
 
 
행정관은 학생을 가르치지 않고 학교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3 가지 종류의 행정관 

• 교육감: 교육감은 학군 최고 책임자입니다. 
• 교장: 학군 내 각 학교에는 학교 주 행정관인교장이 있습니다. 
• 교감: 모든 학교에는 교장을 보조하는 교감이 있습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칩니다. 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많은 종류의 교사가 있습니다. 
 

• 지도 교사: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은 10~15 분간 지도 
교사와 만나 공지시항과 그날의 정보를 얻습니다. 

• 담임 교사: 유치원 ~ 5 학년 학생들은 보통 학교에서 담임 
교사와 생활합니다. 

기타 교사 
• ESOL 교사: ESOL 교사는 프로그램 수혜 자격이 있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 특수 교육 교사: 장애 학생을가르칩니다. 
• 영재 교육 교사: 영재 교육 교사는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보다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제를 가르칩니다. 
• 음악 교사: 리듬, 노래 및 악기 연주법을 가르칩니다. 
• 미술 교사: 유화, 수채화, 데생 등의 그림 그리기, 점토 공예 및 기타 미술을 가르칩니다. 
• 체육 교사: 스포츠와 운동 등 체육을 가르칩니다. 
• 미디어 전문가: 도서관에 대해 가르치고 학생들의 도서 및 자료 대여를 돕습니다. 
• 언어 교사: 언어 교사는 단어를 발음하거나 명료하게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돕습니다. 
 
교직원은 행정관과 교사들의 업무를 돕습니다. 다음과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이 학교에 있습니다.  
 

• 학교 비서: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서신과 메모를 준비하고, 학교 방문자를 맞이하고, 교장을 
돕습니다. 

 
• 학교 간호사: 학교에서 아픈 학생들을 보살핍니다. 

 
• 사회복지사/상담 교사: 학생, 학부모 및 가족이 학교나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등학교 상담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 선택을 돕고 대학 진학과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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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정보 
                      

학교 등록 시 필요한 서류 
 

 거주 증명(포시스 카운티 거주): 현 공과금 고지서/유틸리티 서비스 가입 증명서 및 임대차 
계약서, 권리증, 주택 거래 완료 문서, 모기지 명세서 또는 재산세 명세서 중 하나. 또는 
집주인과 학부모의 공증 서명이 있는 포시스 카운티 학교 거주 진술서(Forsyth County 
Schools Affidavit of Residency). 

       
 예방 접종 증명서: 학생들은 예방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주 특별 양식 번호 

3231). 주치의나 포시스 카운티 보건부에서 이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청력, 시력 및 치아 검사 증명서: (주 특별 양식 DHR 3032 또는 3231)   
 

 출생 증명서 
 
 사회보장번호 또는 면제 양식: 자녀의 사회보장번호가 학교 공식 기록에 적히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면제 양식은 전환기 교육 
서비스 사무실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 학생을 등록하려면 학부모나 보호자가 와야 

합니다.  
 

 이전 학교의 자퇴서 또는 성적 증명서: 9 학년 ~ 12 학년 학생들은 이전 
학교의 공식 성적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공식 성적 증명서에 
나타난 이수 학점만 고려됩니다. 

 
 건강 정보: 자녀의 건강상 특별히 요구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에 

알립니다. 
 
 

등록 중 작성해야 하는 양식(전환기 교육 서비스 사무실)
등록 절차에는 약 2 시간이 소요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설문조사            
 학부모 허가서 
 출석 통지 
 국제 학생 프로필 
 비상 연락 카드 
 징계 및 범죄 기록 조회(7 학년 ~ 12 학년) 
 면제 양식(해당하는 경우) 
 약물 투여 요청(해당하는 경우) 
 기록 공개 요청(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할인 중식 신청서: 해당 학교나 전환기 교육 서비스 사무실에서 가족의 무료 및 

할인 식사 신청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신청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학교의 
음식 및 영양 서비스 관리자(Food and Nutrition Services Manager)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십(10) 일 이내에 이 혜택의 수혜 자격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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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중 평가  
 

ESOL 자격 여부 판단에 사용되는 학생 평가: 
 
• W-APT (WIDA-ACCESS Placement Test): 학군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 1)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거나, 2) 미국 다른 주에서 ESOL 
또는 언어 습득 프로그램을 벗어났거나, 또는 3) 학생 성적표에 
능숙한 영어 및 읽기 이해력에 대한 문서가 있는 학생에게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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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T 테스트의 3 가지 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SOL (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프로그램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학생을 파악하기 위해 
 
2. 학교나 미국 학교 시스템에 처음인 학생들의 학문적 영어 

능숙도를 판단하여 적절한 수준과 양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 영어 학습자(ELL)로 파악된 학생을 학생의 영어 능숙도 판단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ACCESS for ELLs 테스트의 3 계층 중 하나에 정확하게 배치하기 위해 

 
 
 
• ACCESS for ELLs 는 Assessing Comprehension and Communication in English State to 

State for English Language Learners 를 의미합니다. 이는 조지아주의 모든 ELL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봄 학기에 실시하는 영어 능숙도 테스트입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에서 
학생의 영어 능력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영어 능숙도 기준에 입각하여 테스트합니다. 평가 후 
테스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학부모에게 전해드립니다. 

 
 
 
• 수학 평가: 학생의 수학 능력에 관한 정보를 행정관과 교사에게 제공하기 위해 학교 시스템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간략한 수학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프로그램 
 

학교 커리큘럼 및 ESOL (English to Speaker of Other Languages) 
 

다음 학년으로 승급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합격 성적 또는 
점수로 필수 교과과정을 마치고 테스트에 합격해야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상담 교사가 귀하와 귀 자녀가 적절한 스케줄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담 교사는 과정 설명, 졸업 요건 및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리소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어 습득을 위한 
지원은 ESOL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됩니다. 귀 자녀에게 제공되는 지원의 
양은 영어 능숙도를 나타내는 W-APT 또는 ACCESS for ELLs 점수로 
결정됩니다. 귀 자녀는 새 학교와 새 교사에게 상당한 적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사 및 학교 행정관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자녀의 학문적 성공을 보다 훌륭히 지원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대한 학부모 교육을 제공하는 
학부모 워크숍과 학교 행사에 참여하십시오. 컨퍼런스 및 학교 행사에서 ELL 학부모를 돕기 위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Title I 
Title I 연방 기금은 학군 내 특정 학교에서 자격이 있는 학생들에게 읽기 및 수학 
보충 수업을 제공합니다. Almon C. Hill Center 에 있는 학부모-교사 리소스 
룸에서 Title I 학부모를 위한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McKinney-Vento (노숙자) 서비스 
수혜 자격이 있는 학생들에게 개인교습, 소개 및 학용품을 제공합니다. 노숙자 
연락 담당자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수 교육 
특수 교육은 의학적,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학습 장애가 있는 3 세 ~ 21 세의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걷거나, 학습하거나, 또는 행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학생이 특수 교육 서비스 수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는 해당 학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영재 교육 서비스 
HORIZONS 는 머리가 매우 좋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주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 학교의 HORIZONS 교사나 포시스 카운티 교육 위원회의 특수 
프로그램 담당 이사(Director of Special Programs)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특수 교육 프로그램(Early Intervention Program, EIP) 
조기 특수 교육 프로그램(EIP)은 읽기 및/또는 수학에서 해당 학년 기대치에 도달하거나 기대치를 
유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유치원 ~ 5 학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모든 초등학교에서 
제공되며 주에서 제공하는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EIP 는 학업 성과가 해당 학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이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해당 학년의 학업 성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학문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추가 교육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이주자 교육 
해당 학생이 이주 아동의 정의에 맞고 그 자격이 자격 증명서에 올바르게 기록된 경우 이주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demic & Accountability 부서의 이주자 담당자가 학군을 
대신하여 Piedmont Migrant Education Agency 와의 연락을 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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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책 및 절차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약물                                                                      
 

• 자녀가 아프면(열, 구토, 유행성 결막염 등) 학교에 보내지 마십시오. 
• 자녀가 학교에서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을 

보내지 마십시오. 학생은 학교에서 스스로 약을 복용하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꼭 
학교에서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학부모가 약물 투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약물과 함께 학교 
간호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부 약물은 의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약물은 약국에서 원래 제공한 약병 그대로 가져와야 하며, 봉지, 봉투 또는 표시되지 않은 용기 
안에 넣어서는 안됩니다. 약병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레이블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학생 이름                                                                                        
• 날짜 
• 약물 이름                       
• 처방 조제한 약국 이름 

 
학생은 간호사에게 가서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지각/출석 
지각: 학생은 학교에 늦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은 항상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학교에 늦으면 교사가 
지각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녀가 늦게 되면 아침에 학교에 전화로 연락하고, 사무실에 와서 
체크인해야 합니다. 
학교 행정관이 추천하거나 학기 내 무단 지각 또는 이른 하교 수가 5 회를 초과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3 명으로 구성된 학교 심사단에게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학교 시간이 끝나기 전에 병원이나 치과에 가기 위해 자녀를 학교에서 일찍 데리고 가는 경우에는 
다음 정보가 담긴 메모를 작성하여 아침에 교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자녀를 학교에서 데리고 나가는 이유 
 자녀를 학교에서 데리고 나갈 시간 
 학부모나 보호자가 아닌 경우 자녀를 데리러 올 사람의 이름 

학교에 가서 자녀를 데려올 때 학교 사무실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결석: 자녀가 학교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가 시작하기 전 아침 일찍 학교에 전화로 
연락하십시오. 모든 학교에는 자동응답기가 있습니다. 학교 자동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전화하실 때 다음 정보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 이름                                                                                
• 학년 
• 결석 이유 
• 귀하의 이름과 전화번호 

 
자녀가 결석한 이유를 설명하는 메모를 학교에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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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및 성적 
 
 
대부분의 교사가 숙제를 내줍니다. 보통 집에서 숙제를 하여 다음 날 교사에게 제출하지만, 일부 
유치원과 1 학년 교사들은 매주 금요일 숙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녀가 반드시 숙제를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학년 중 몇 번 학생들은 성적표를 받아 학부모가 볼 수 있도록 집으로 
가져옵니다. 많은 학교에서 학부모가 성적표나 봉투에 서명을 하여 학생이 학교에 다시 가져올 것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에 하는 과제 및 활동, 숙제, 수업 참여 및 테스트를 바탕으로 성적이 
매겨집니다.  
자녀에게 학급 활동에 참여하고 제 시간에 과제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종종 
학교에서 귀하에게 학부모 면담에 와서 자녀의 성적과 교육 진척 상황에 대해 교사와 상담할 것을 
요구합니다. 필요하시다면 통역을 위해 친구나 자녀 중 한 명을 함께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학교 복장 및 용모 
 
학생들은 학교에서 깨끗하고 단정한 용모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날씨에 맞게 
적절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극한 추위나 더위가 아닌 한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학생들을 밖에서 놀게 합니다. 날씨가 추울 때에는 반드시 자녀가 따뜻한 외투, 
장갑 및 모자를 착용하게 하십시오.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부츠를 신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외투, 부츠 및 장갑에 반드시 자녀의 이름을 표시하도록 하십시오. 모든 
학교가 학생들의 착용이 허용되지 않는 옷 종류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에게 지급될 행동규범(Code of Conduct)에 수록되어 있는 복장 규칙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메모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메모나 서신을 보내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의에 관한 내용이거나 학생이 특정 
기간 동안 학교에 가지 않는 휴일을 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학부모가 서신에 서명을 하여 학교에 돌려 보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학교나 자녀의 담임 교사가 가정에 보낸 메모나 서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책가방이나 
폴더에서 중요한 메모가 있나 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과 1 학년 
학부모님은 정기적으로 자녀의 백팩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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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문 
 
교사들은 학부모와 만나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학교들은 통상적으로 학년이 시작할 때 “오픈 하우스” 날을 
가져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부모들은 또한 낮 동안 학교와 자녀의 교실을 방문하도록 
초대받습니다. 방문자는 학교에 도착하면 학교 사무실에 가서 방문자 
등록을 하고 이름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는 PTA (Parent-Teacher Association) 같은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조직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목적은 학부

참여시키는 데 있습니다. 
모를 학교와 학교 활동에 

 
 
악천후  
 
종종 악천후로 인해 학생들을 일찍 하교시키거나 모든 수업을 취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악천후로 인해 휴교할 때에는 라디오나 TV 방송을 
통해 공고합니다.  
(이 책자에 동봉된 학교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징계 조치  
 
포시스 카운티 학교는 학생 품행에 관한 규정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학년이 
시작할 때나 학생이 등록할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배포됩니다.  
학생이 학교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나쁜 행실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나 교장이 대화로 해결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퇴학 또는 정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정학 또는 퇴학을 당하는 경우 귀하에게 특정 법적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등록 첫 날 귀하에게 지급될 행동 규범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사 
 
학년 중 이사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새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같은 도시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 자녀가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전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도시나 타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새 주소를 알게되면 바로 학교에 
통보하십시오. 자녀의 학교 기록을 새 학교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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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프로그램, 사무실 및 리소스 목록 
 
  
포시스 카운티 교육 위원회 
Central Office 
1120 Dahlonega Highway 
Cumming, Georgia 30040 
전화: 770.887.2461 
 
 
교통부 
전화: 770.888.1234 
팩스: 770.888.1289 
 
            McKinney-Vento 
전환기 교육 서비스 사무실                                       노숙자 연락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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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on C. Hill Center                                                    Gladys Sasso-Alvarez 
136 Elm Street                                                             136 Elm Street 
Cumming, Georgia 30040                                            Cumming, Georgia 30040 
전화: 678.947.0274                                                      전화: 678.947.0274 
                                                                               
Piedmont Migrant Education 
전화: 1.800.648.0892 
팩스: 770.754.3594 
125 Professional Park Drive 
Clarkesville, GA 30523 
이주자 교육 서비스는 자격이 있는 이주자 학생을 위한 보충 교육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포시스 카운티 헤드 스타트/유아원(Pre K) 
장소: 

1. 전환기 교육 서비스 사무실 
136 Elm Street 
Cumming, Georgia 30040 
전화: 770.781.1576 

 
2. Family Center 

133 Samaritan Drive 
Cumming, Georgia 30040 
전화: 678.513.8611     
 

방과후 프로그램  
모든 초등학교가 하교 시 부모가 일을 하여 집에 없는 학생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제공하며 학생들을 잘 감독하고 보살핍니다. 
프로그램 비용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부모-교사 리소스 룸 
Almon C. Hill Center 에 Title I, Title III/ESOL, 이주자, 노숙자 및 헤드 스타트/유아원(Pre-K) 학부모를 
위한 리소스 룸이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전환기 교육 서비스 사무실(전화번호: 678.947.0274)에 
문의하십시오. 

 

3. Whitlow 초등학교 
3655 Castleberry Road 
Cumming, GA 30040 
전화: 678.965.5090 



성인 대상 ESOL 교육 
 

영어 수업 및 GED 수업 
 
 
Adult Learning Center (GED 수업 제공) 
7745 Majors Road – Lanier Technical College 
Cumming, Georgia 30041 
전화: 770.781.6987 
 
 
Cumming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770 Canton Highway 
Cumming, Georgia 30040 
전화: 770.887.2900 
 
 
Shiloh Point 초등학교  
8145 Majors Rd 
Cumming, GA 30041 
 
 
Almon C. Hill Center 
전환기 교육 서비스 사무실       
136 Elm Street 
Cumming, GA  30040    
전화: 678.947.0274        
 
 
대입검정고시(General Education Diploma) 
GED 수업과 개인교습은 다음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The Adult Education Center 
Lanier Technical College 
Forsyth County 
745 Majors Road 
Cumming, GA 30041 
전화: 770.781.6987 
 
 
The Detention Center 
202 Veterans Memorial Blvd. 
Cumming, GA 3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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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건강 의료 서비스 제공자 
 
 
응급구조 전화번호: 911 
 
 
 
 
 
포시스 카운티 보건부 
428 Canton Highway 
Cumming, Georgia 30040 
전화: 770.781.6900 
(스페인어 통역 이용 가능) 
보건부 업무 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00 ~ 오후 5:00 입니다(매일 정오 ~ 오후 1:00 는 휴식 
시간입니다). 매월 첫째 화요일 업무 시간은 오전 10:00 ~ 오후 7:00 입니다. 그 다음 금요일 업무 
시간은 오전 8:00 ~ 오후 3:00 입니다. *예방 접종이나 시력, 청력 및 치아 검사는 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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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ia Highlands 
260 Elm Street 
Cumming, Georgia 30040 
전화: 770.887.1668 
(스페인어 통역 이용 가능) 
 
 
 
 
 
 

진료소 

병원 

Northeast Georgia Medical Center 
743 Spring Street 
Gainesville, Georgia 30041 
전화: 770.535.3553 
 
Northside Forsyth Hospital 
1200 Baptist Medical Center Drive 
Cumming, Georgia 30041 
전화: 770.844.3200 
 
North Fulton Regional Hospital 

Children’s Healthcare of Atlanta 
24 Hour Advice Line for Parents 
전화: 404.205.5437 
 
 
Northside Hospital 
3400 Old Milton Parkway 
전화: 770.667.4000 
 
 

정신 건강: 
AVITA Community Services 

   125 N Corners Pkwy 
   Cumming, GA 30040 
   전화: 68.341.3840 
 
 

3000 Hospital Boulevard 
Roswell, Georgia 
전화: 770.751.2500 
 
 
 
 



커뮤니티 서비스  
 
 

시 경찰, 구급차, 카운티 경찰 및 소방소 응급구조 
전화번호 911 

 
 
 
 
 
Cumming Police Department 

 14

301 Veteran’s Memorial Boulevard 
Cumming, Georgia 30040 
전화: (비응급 상황) 770.781.2000 
 
Forsyth County Sheriff’s Department 
202 Veteran’s Memorial Boulevard 
Cumming, Georgia 30040 
전화: (비응급 상황) 770.781.2222 
 
 
 
 
 

경찰 

서비스 
 
Forsyth County Public Library 
585 Dahlonega Highway 
Cumming, Georgia 30040 
전화: 770.781.9840 
 
 -또는- 
Sharon  
2820 Old Atlanta Road 
Cumming, Georgia 30041 
전화: 770.781.9840 
 
  운영 시간 
 
월요일 ~ 수요일  오전 10:00 ~ 오후 8:30 
목요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5:30 
금요일, 일요일            오전 1:30 ~ 오후 5:30 
포시스 카운티 주민 무료 이용 
 
Cumming U.S. Post Office 
525 Tribble Gap Road 
Cumming, Georgia 30040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30 ~ 오후 5:00 
토요일  오전 8:30 ~ 오후 2:00 
 



사회 복지 
 
 
 
“The Place” Of Forsyth County Social Services 
2550 The Place Circle 
Cumming, Georgia 30040 
전화: 770.887.1098 
식료품, 의복, 약품 및 공과금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The place 는 Thrift Store 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Ninth District Opportunity 
133 Samaritan Drive 
Cumming, Georgia 30040 
전화: 770.889.9420 
에너지 보조(공과금) 및 정부 식료품 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epartment of Family and Children’s Services 
426 Canton Highway 
Cumming, Georgia 30040  
전화: 770.781.6700 
메디케이드, 임시 재정 및 식료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린이와 성인을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Family Haven 
전화: 770.887.1121 
가정 폭력과 성폭력 관련 지원을 제공합니다. 비상 대피소를 운영합니다. 
 
Latin American Association 
2750 Buford highway 
Atlanta, Georgia 30324 
전화: 404.638.1800 
변호, 소개, 비상 사태 지원, 취업 상담, 멘토링, 영어 및 시민권 수업, 그리고 이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nited Way 
211 또는 404.614.1049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24 시간 스페인어 소개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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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Creek 초등학교 
1994 Peachtree Parkway 
Cumming, Georgia 30041 
전화: 770.887.4584 
 
Brookwood 초등학교 
2980 Vaughan Drive 
Cumming, GA 30041 
전화: 678.965.5060 
 
Chattahoochee 초등학교 
2800 Holtzclaw Road 
Cumming, Georgia 30041 
전화: 770.781.2240 
 
Chestatee 초등학교 
6945 Keith Bridge Road 
Gainesville, Georgia 30506 
전화: 770.887.2341 
 
Coal Mountain 초등학교 
3455 Coal Mountain Drive 
Cumming, Georgia 30028 
전화: 770.887.7705 
 
Cumming 초등학교 
540 Dahlonega Highway 
Cumming, Georgia 30040 
전화: 770.887.7749 
 
Daves Creek 초등학교 
3740 Melody Mizer Lane 
Cumming, Georgia 30041 
전화: 770.888.1222 
 
Haw Creek 초등학교 
2555 Echols Road 
Cumming, GA 30041 
전화: 678.965.5070 
 
Johns Creek 초등학교 
6205 Old Atlanta Road 
Suwanee, Georgia  30024 
전화: 678.965.5041 
 
Mashburn 초등학교 
3777 Samples Road 
Cumming, Georgia 30041 
전화: 770.889.1630 
 

Matt 초등학교 
7455 Wallace Tatum Road 
Cummng, Georgia 30028 
전화: 678.455.4500 
 
Midway 초등학교 
4805 Hwy. 6 North  
Alpharetta, Georgia 30004 
전화: 770.475.6670 
 
Sawnee 초등학교 
1616 Canton Highway 
Cumming, Georgia 30040 
전화: 770.887.6161 
 
Settles Bridge 초등학교 
600 James Burgess Road 
Suwanee, Georgia 30024 
전화: 770.887.1883 
 
Sharon 초등학교 
3595 Old Atlanta Road 
Suwanee, Georgia 30024 
전화: 770.888.7511 
 
Shiloh Point 초등학교 
8145 Majors Road 
Cumming, Georgia 30040 
전화: 678.341.6481 
 
Silver City 초등학교 
6200 Dahlonega Highway 
Cumming, Georgia 30028 
전화: 678.965.5020 
 
Vickery Creek 초등학교 
6280 Post Road 
Cumming, Georgia 30040 
전화: 770.346.0040 
 
Whitlow 초등학교 
3655 Castleberry Road 
Cumming, Georgia 30040 
전화: 678.965.5090 

초등학교  
 
 
 
 
 
 
 



 
 
 
 
 
 
 
 
 
 
 
 
 
 
 
 
 
 
 
 
 
 
 
 
 
 
 
 
 
 
 

 

 

Lakeside 중학교 
2565 Echols Road 
Cumming, GA 30041 
전화: 678-965.5080 
 
Liberty 중학교 
7465 Wallace Tatum Road 
Cumming, Georgia 30028 
전화: 770.781.4889 
 
Little Mill 중학교 
6800 Little Mill Road 
Cumming, GA 30041 
전화: 678.965.5000 
 
North Forsyth 중학교 
3645 Coal Mountain Drive 
Cumming, Georgia  30028 
전화: 770.889.0743 
 
Otwell 중학교 
605 Tribble Gap Road 
Cumming, Georgia 30040 
전화: 770.887.5248 

Piney Grove 중학교 
8135 Majors Road 
Cumming, Ga. 30041 
전화: 678.965.5000 
 
Riverwatch 중학교 
610 James Burgess Road 
Suwanee, Georgia 30024 
전화: 678.455.7311 
 
South Forsyth 중학교 
2865 Old Atlanta Road 
Cumming, Georgia 30041 
전화: 770.888.3170 
 
Vickery Creek 중학교 
6240 Post Road 
Cumming, Georgia 30040 
전화: 770.667.2580 

중학교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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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syth Central 고등학교 
520 Tribble Gap Road 
Cumming Georgia  30040 
전화: 770.887.8151 
 
Lambert 고등학교  
805 Nichols Road 
Cumming, GA 30024 
전화: 678.965.5050 
 
South Forsyth 고등학교 
585 Peachtree Parkway 
Cumming, Georgia 30041 
전화: 770.781.2264 

North Forsyth 고등학교 
3635 Coal Mountain Road 
Cumming, Georgia 30028 
전화: 770.781.6637 
 
West Forsyth 고등학교 
4155 Drew Road 
Cumming, Georgia 30040 
전화: 770.888.3470 
 
Academies of Creative Education

• Gateway Academy 
• Forsyth Academy 

(야간학교(Academy at 
Night) 운영) 

1130 Dahlonega Highway 
Cumming, Georgia 30040 
전화: 770.781.2299 



학교 준비물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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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책가방 또는 백팩 
• 흰색 문구용 액체풀 4 온스 
• 딱풀 
• Crayola 크레용(8 색) 
• Crayola Broad Tip 클래식 마커 
• Fiskars 어린이용 가위 
• #2 연필 
• 종이를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된 폴더(단색이며 철을 할 수 

있음) 
• 티슈 
• 학교 용품 상자(작고 플라스틱) 

1 학년, 2 학년  
• 책가방 또는 백팩 
• 흰색 문구용 액체풀 8 온스 
• 딱풀 2 개 
• Crayola 크레용(16 색) 
• Crayola 수용성 마커 
• #2 연필 
• Zaner-Bloser Writing Tablets(쓰기 학습용 연습지) 
• Fiskars 어린이용 가위 
• 12 인치 나무자 
• 종이를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된 폴더(단색이며 철을 

할 수 있음) 3 개 
• 학교 용품 상자(작고 플라스틱) 
• 티슈 

해당 학교에서 정확한 준비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목록은 보통 각 학년에서 교사가 
요청하는 품목입니다.  

3 학년
• 책가방 또는 백팩 
• 공책 종이(넓은 줄) 
• 스프링 공책(넓은 줄) 
• #2 연필 
• 종이를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된 폴더(단색이며 철을 할 

수 있음) 
• Fiskars 가위 
• 딱풀 
• Crayola 크레용 
• Crayola 수용성 마커 
• 색연필 
• 12 인치 자 
• 티슈 
• 학교 용품 주머니(플라스틱) 

4 학년, 5 학년
• 공책 종이(넓은 줄) 
• 종이를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된 폴더(단색이며 철을 할 수 있음) 6 개 
• 모눈종이(1/4 “눈금) 
• #2 연필 
• 파란색이나 검은색 잉크 펜(지울 수 있음) 
• 빨간색 잉크 펜 
• Crayola 크레용(16 색) 
• Crayola 수용성 마커 
• 색연필 
• 형광펜 
• 문구용 가위 
• 흰색 문구용 물풀 또는 딱풀 
• 12 인치 나무자 
• 포켓 사전 
• 3” x 5” 인덱스 카드 
• 연필통이나 연필 주머니 



  
 

학교 준비물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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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년  
• 구멍 3 개 바인더 1 개  
• 자유롭게 빼고 넣을 수 있는(Loose-leaf) 종이 2 팩 
• 과목 분류기(Subject Dividers) 
• 파란색 또는 검은색 펜 
• #2 연필 
• 색칠 도구(크레용, 마커 또는 색연필) 
• 자 
• 액체풀 또는 딱풀 
• 티슈 
• 인덱스 카드 3 x 5 
• 컴파스/각도기 

7 학년  
• 구멍 3 개 바인더 1 개  
• 자유롭게 빼고 넣을 수 

있는(Loose-leaf) 종이 2 팩 
• 과목 분류기(Subject Dividers) 
• 파란색 또는 검은색 펜 
• #2 연필 
• 색칠 도구(크레용, 마커 또는 

색연필) 
• 자 
• 액체풀 또는 딱풀 
• 티슈 
• 인덱스 카드 3 x 5 

8 학년  
• 구멍 3 개 바인더 1 개  
• 자유롭게 빼고 넣을 수 있는(Loose-leaf) 종이 

2 팩 
• 과목 분류기(Subject Dividers) 
• 파란색 또는 검은색 펜 
• #2 연필 
• 색칠 도구(크레용, 마커 또는 색연필) 
• 다색 공작 용지 1 팩  
• 자 
• 액체풀 또는 딱풀 
• 티슈 
• 인덱스 카드 3 x 5 

 
 

고등학교 
 

각 교실 담당 교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칩니다. 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많은 종류의 교사가 있습니다. 
	 
	학교 커리큘럼 및 ESOL (English to Speaker of Other Languages) 
	 
	Title I 
	약물                                                                      
	 
	지각/출석 
	지각: 학생은 학교에 늦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은 항상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학교에 늦으면 교사가 지각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녀가 늦게 되면 아침에 학교에 전화로 연락하고, 사무실에 와서 체크인해야 합니다. 

	 
	결석: 자녀가 학교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가 시작하기 전 아침 일찍 학교에 전화로 연락하십시오. 모든 학교에는 자동응답기가 있습니다. 학교 자동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전화하실 때 다음 정보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결석한 이유를 설명하는 메모를 학교에 보내셔야 합니다. 
	 
	 
	 
	 
	 학교 방문 
	 
	포시스 카운티 교육 위원회 
	교통부 
	            McKinney-Vento 
	전환기 교육 서비스 사무실                                       노숙자 연락 사무실       
	Piedmont Migrant Education 
	포시스 카운티 헤드 스타트/유아원(Pre K) 
	영어 수업 및 GED 수업 

	Adult Learning Center (GED 수업 제공) 
	Cumming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커뮤니티 건강 의료 서비스 제공자 

	 
	 
	응급구조 전화번호: 911 
	Georgia Highlands 
	Northside Forsyth Hospital 
	North Fulton Regional Hospital 
	 
	 
	 
	커뮤니티 서비스  

	Forsyth County Sheriff’s Department 
	 
	Forsyth County Public Library 
	Sharon  
	  운영 시간 
	Cumming U.S. Post Office 
	사회 복지 

	“The Place” Of Forsyth County Social Services 
	Ninth District Opportunity 
	Department of Family and Children’s Services 
	Family Haven 
	Latin American Association 
	United Way 
	  
	 
	 
	  
	 
	 
	 
	 
	 
	 
	 
	 
	 
	 
	 
	 
	 
	 
	 
	 
	 
	 
	 
	 학교 준비물 


	초등학교 
	 
	학교 준비물 

	중학교 
	고등학교 
	 
	각 교실 담당 교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