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의  출석률은 학생의 학습 성취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
교사에게 각 학생의 학습에 대한 중
전국적으로 보는 시험과 주와 카운
예정된 날짜이나  실제 학생들은 시
병원 예약이나 기타  계획을 세우실

 
초등학교 시험일자 
2005년 9월 12–16일 인지

2005년 9월 19–28일 아이

2006년 1월 18-19일 조지

2006년 3월 21–4월 11일  조지

2006년 4월 11-12일  게이

2006년 4월 19-25일  조지

2006년 4월 25-27일  조지

 
중학교 시험일자 
2005년 9월 12-16일                    인지
2005년 9월 19-28일                    아이
2006년 1월 18일                          조지
2006년1월 30–2월 3일 아이

2006년 4월 11-12일 게이

2006년 4월 19-25일 조지

2006년 5월 1-10일                       조지
                                                      알제
 
고등학교 시험일자 
2005년 9월 28일  조지

2005년 10월 12일  PSA
                                                            
2005년 12월 5-13일  선정

                                                      선정
2005년 12월 14-16일                   학기
2006년 3월 27-30일 조지

 (언어
2006년 4월18, 20일 고등

2006년 5월 1-12일  AP
2006년 5월 1-10일                      선정
                                                      선정
2006년 5월 22-24일 학기

 
유의:  소수의 과목을 연장된 수업시
시험(End-of-Course)과  학기말 고사
문의하십시오. 
 
                                                            

2005-06  Testing Calendar - Korean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2005-06 시험  일정표

와 직결 됩니다.  그러므로 학생이 매일 학교에 출석하는 것, 특히 시험일에 출석하는 
다.  시험에 참가하는 것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을 보여줄 좋은 기회이며  또한 
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에  2005-06  학사년도 귀넷 카운티 학생들이 
티에 걸쳐 보게 될 시험 날짜를 기재하였습니다.   아래의  날짜들은 시험을 보기로 
험 당일에 짧게는 한시간, 길게는 두시간 동안만 시험을 보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때 다음의 날짜들을 참고하십시오. 

 능력 시험(CogAT) 1, 3, 5 학년 
오아 기초 학습 평가(ITBS) 3, 5 학년 
아 작문 시험/게이트웨이 5학년 
아 작문 평가 시험 기간 3학년 
트웨이 (언어 및 수학 영역)  4학년 
아 표준 학력 평가 시험(CRCT) 3-5학년 
아 표준 학력 평가 시험 (CRCT) 1, 2 학년 

 능력 시험(CogAT)                                                                                  8 학년 
오와 기초 학습 평가 (ITBS)  8 학년 
아 작문 시험/게이트웨이 8 학년 
오와 알제브라 능력 검사 7 학년 
트웨이(언어 및 수학 영역)  7 학년 
아 표준 학력 평가 시험 (CRCT)                                                            6–8 학년 
아  과목별 평가 시험(End-of-Course)기간                                          알제브라 I           
브라 I 최종 시험 날짜는 추후 결정됨                                       듣는 8학년 학생들                               

아 고등학교 졸업 작문 시험 11 학년  
T(9-10학년은 무료 11학년은 유료) 9, 10 학년 

                                                                                                           11학년은 선택사항 
 과목에 대한 조지아 과목별 평가 시험(End-of-Course)기간 9–12 학년 
 과목에 대한 최종 시험 날짜는 추후 결정됨 
말 고사(Final Exams)                                                                              9-12 학년 
아 고등학교 졸업 시험 11 학년 
, 수학, 과학 및 사회 영역)  
학교 게이트웨이 (언어, 과학, 사회) 10 학년 

(대학 수준의 수업) 시험                                                                      AP 과목 수강 학생들 
과목에 대한 조지아 과목별 실력 평가(End-of-Course)기간                 9-12 학년 
과목에 대한 최종 시험 날짜는 추후 결정됨 
말 고사(Final Exams)  9–12 학년 

간 동안 공부하는(block schedule) 고등학교들은 10월과 3월에 조지아  과목별  평가 
(Final Exams)를 위한 추가의 시험 기간을 갖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해당 학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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