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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름 

 

학부모님께, 

 

학부모님께서는 여름 방학 동안 자녀들이 다음 학년도를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기 원하실 것입니다.  

 

이번 여름 방학 동안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가든 그로브 통합 교육구는 프리스쿨부터 

12학년 학생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자료를 편리하게 한 곳에 마련하였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자료는 여러분의 자녀가 지속적으로 배우고 새 학년도를 준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수학 

모든 학생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강화하여 수학을 지속적으로 연마하고 다음 학년에 배울 것을 

미리 예습하기를 장려합니다. 아래의 링크는 귀 자녀가 다가올 학년도에 사용할 교과서에 접속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올해부터 교과서에 접속하기 위하여 학생 자신의 로그인을 또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K-6 학년 수학:   

클릭하여 접속하기:www.pearsonrealize.com (페이지 상단) 

아래의 내용으로 로그인하기 (대・소문자를 구분해야 함) 

킨더가튼 

사용자 이름: ggkstudent 

패스워드: welcome1 

1 학년 

사용자 이름: gg1student 

패스워드: welcome1 

2 학년 

사용자 이름: gg2student 

패스워드: welcome1 

3 학년 

사용자 이름: gg3student 

패스워드: welcome1 

4 학년 

사용자 이름: gg4student 

패스워드: welcome1 

5 학년 

사용자 이름: gg5student 

패스워드: welcome1 

6 학년 

사용자 이름: gg6student 

패스워드: welcome1 

  

중학교 수학 
 중학 수학 

수학 7, 수학 8 

접속: my.hrw.com 

아래의 자격 증명으로 로그인 하기(대∙ 소문자 구분)  

사용자 이름: math 

패스워드: gardengrove  

 

고등학교 수학  
대수학 I, 기하학, 대수학 II 

접속: www.connected.mcgraw-hill.com 

아래의 자격으로 로그인 하기(대∙ 소문자 구분) 

사용자 이름: ggdemo2017  

패스워드: gardengrove0 

대수학 II이상의 과정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칸 아카데미 Khan Academy를 방문하기를 제안합니다: 

https://www.khanacademy.org/  

http://pearsonrealize.com/
http://my.hrw.com/
http://www.connected.mcgraw-hill.com/
https://www.khanacademy.org/


가든 그로브 통합 교육구 
K-12 교육 서비스 부, 학부모 지역사회 지원 부서, GATE 

초 중고 교육부, K-6 학년, 7-12 학년 교육 부서 

GM:lh revised 6-8-17 

 

  

영어 언어 기술 
모든 학생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강화하여 독해력을 지속적으로 연마하고 다음 학년도에 배울 

것을 미리 예습하기를 장려합니다. 다음 학년도에는 모든 학년이 새로운 영어 교과서를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아래의 링크는 귀 자녀가 다가올 학년도에 사용할 교과서에 접속을 제공합니다: 
 

K-6 영어 언어 기술 
접속: www.connected.mcgraw-hill.com 

사용자 이름과 패스 워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기  
 

  킨더가튼                                 1 학년                                 2 학년 
사용자 이름: ggusdstudent0         사용자 이름: ggusdstudent1      사용자 이름:  ggusdstudent2 

패스워드:      gardengrove0           패스워드:     gardengrove1           패스워드:  gardengrove2 

  3 학년                                     4 학년                                 5 학년 
사용자 이름: ggusdstudent3         사용자 이름:  ggusdstudent4      사용자 이름:  ggusdstudent5 

패스워드:     gardengrove3           패스워드:      gardengrove4        패스워드:    gardengrove5 

  6 학년 
사용자 이름: ggusdstudent6         

패스워드:     gardengrove6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 언어 기술 
접속: my.hrw.com/ 
사용자 이름: 7-12student 

패스워드: password  

웹 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메뉴에서 학년별 영어 언어 기술 교과서 자료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7 학년에서 12 학년에만 해당함을 유념해주십시오. 
 

 

 

 

 

 

 

 

 

 

 

 

 

 

 

 

 

 

 

http://www.connected.mcgraw-hill.com/
http://my.hr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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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여름 방학 동안 학생들이 매일 최소 30분에서 40분 동안 계속하여 책을 읽기를 추천합니다. 

학년별 추천 독서 목록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공립 도서관을 방문하시기를 

권장하며, 오렌지 카운티 내의 공립 도서관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K-2 학년: www.tinyurl.com/2018GrK-2 3-5 학년:   www.tinyurl.com/2018Gr3-5  3-5 학년: http://tinyurl.com/2016-3-5 

6-8 학년:  www.tinyurl.com/2018Gr6-8 

 

9-12 학년: www.tinyurl.com/2018Gr9-12 

 

 9-12 학년: http://tinyurl.com/2016-Gr9-12 

OC 공립 도서관 위치: www.tinyurl.com/OCLibraryocations  

  

 OC 공립 도서관 위치: http://ocpl.org/libloc/libraries  

 

쓰기 
여름 방학 동안 (교육적이지 않은 한) 텔레비전 시청을 최소한 줄이고 자녀들이 매일 일기를 써서 

다음 학년을 위한 작문 실력을 다듬을 수 있게 하십시오. 다른 주나 나라에 사는 가족 구성원에게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이야기나 시를 쓰고,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요약한 편지도 쓰게 

하십시오. 쓰기는 여름 방학 동안 튼튼함을 유지하여 가을 학기를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추가 자료 
위의 자료 외에 여름 학습을 즐겁게 해 줄 웹사이트 목록입니다.   
 

 

IXL (Pre-K-12 학년) 

IXL은 Pre-K 부터 12학년까지 놀이처럼 느낄 수 있는 수학과 영어 연습 문제를 제공합니다. 

www.ixl.com/ 

 
 

칸 아카데미 Khan Academy (K-12 학년) 

Khan Academy는 학생이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교실 안팎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습 

문제, 학습 비디오, 개인화된 학습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www.khanacademy.org/ 
 

 

비 어 러닝 히어로 Be a Learning Hero (학부모) 

새로운 학습 기준과 평가에서 무엇이 다른가를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이 웹사이트가 여러분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bealearninghero.org/ 
 

 

 

즐거운 여름 방학을 보내십시오! 

 

학부모-지역사회 지원 활동 부서 

http://www.tinyurl.com/2018GrK-2
http://www.tinyurl.com/2018Gr3-5
http://tinyurl.com/2016-3-5
http://www.tinyurl.com/2018Gr6-8
http://www.tinyurl.com/2018Gr9-12
http://tinyurl.com/2016-Gr9-12
http://ocpl.org/libloc/libraries
http://www.ixl.com/
http://www.khanacademy.org/
http://bealearninghero.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