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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 학년도 캘린더 
2020 년 9 월 3 일 업데이트 

날짜 요일 메모 

9 월 16-18 일 수 – 금요일 학생 대상 전체 원격 단축 수업일. 

9 월 21 일 월요일 정상 수업 첫 날, 혼합 학습 시작. 

9 월 28 일 월요일 유대교 속죄의 날(Yom Kippur), 휴교 

10 월 12 일 월요일 콜럼버스 데이, 휴교 

11 월 3 일 화요일 선거일, 모든 학생 대상 전체 원격 수업 날 

11 월 4 일 수요일 초등학교 및 K–8 학교 저녁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11 월 5 일 목요일 
초등학교 및 K–8 학교 오후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이들 학교의 재학생들은 3 시간 

일찍 하교함. 

11 월 11 일 수요일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 휴교 

11 월 12 일 목요일 고등학교, K-12 학교 및 6-12 학교 저녁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11 월 13 일 금요일 
고등학교, K-12 학교 및 6-12 학교 오후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이들 학교의 

재학생들은 3 시간 일찍 하교함. 

11 월 18 일 수요일 중학교 및 75 학군 학교 프로그램 저녁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11 월 19 일 목요일 
중학교 및 75 학군 학교 프로그램 오후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이들 학교의 

재학생들은 3 시간 일찍 하교함. 

11 월 26-27 일 목-금요일 추수감사절 연휴, 휴교 

12 월 24 일 – 

1 월 1 일 
목 – 다음 

금요일까지 
겨울 방학, 휴교 

1 월 18 일 월요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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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요일 메모 

2 월 1 일 월요일 

1-32 학군 소속 9-12 및 6-12 학교들만 대상 전문성 개발의 날, 이들 학교 

재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음.  

 

K–5, K–6, 6–8, 및 K–12 와 75 학군 및 프로그램 재학생들은 등교함. 

2 월 12 일 금요일 음력 설, 휴교 

2 월 15-19 일 월 – 금요일 중간 겨울 방학(대통령의 날 및 링컨 생일 포함), 휴교 

3 월 3 일 수요일 초등학교 및 K–8 학교 저녁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3 월 4 일 목요일 
초등학교 및 K–8 학교 오후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이들 학교의 재학생들은 3 시간 

일찍 하교함. 

3 월 10 일 수요일 중학교 및 75 학군 학교 및 프로그램 저녁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3 월 11 일 목요일 
중학교 및 75 학군 학교 및 프로그램 오후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이들 학교의 

재학생들은 3 시간 일찍 하교함. 

3 월 18 일 목요일 고등학교, K-12 학교 및 6-12 학교 저녁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3 월 19 일 금요일 
고등학교, K-12 학교 및 6-12 학교 오후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이들 학교의 

재학생들은 3 시간 일찍 하교함. 

3 월 29 일- 

4 월 2 일 
월 – 금요일 봄 방학, 휴교 

5 월 13 일 목요일 이슬람교 라마단 종료일(Eid al-Fitr), 휴교 

5 월 31 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 휴교 

6 월 3 일 목요일 
기념일(Anniversary Day) 직원 연수를 위한 교육감의 컨퍼런스 날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음. 

6 월 8 일 화요일 

K-5, K–6, 6–8, 및 K–12 및 75 학군 학교 및 프로그램 들만 사무일(Clerical Day), 

이들 학교의 재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음.  

 

1-32 학군 내 9-12 및 6-12 학교 학생들은 등교함. 

6 월 25 일 금요일 모든 학생들의 마지막 수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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