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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 학사연도 5학년 진급 필수요건 
 

귀넷카운티 공립학교(이하 GCPS)는 학생들이 다음 학년에서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필요한  현 학년의  교과과정-AKS(학문 지식과 기술)을  잘 습득하고 있는 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GCPS의 5학년 학생들은   학교 에서의 합격 성적과 더불어 
다음의 두가지 다른 요구조건에 부합해야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즉, 학생들은 
귀넷의 진급시험인  조지아 5학년 작문 시험에서 합격점수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조지아주는 5학년 학생들이 조지아주  학력 평가 시험(Georgia Criterion-Referenced Competency Tests, CRCT)에서 학년 
수준의 기대치에 도달하도록 요구합니다.    5학년 자녀의 학부모로서, 자녀들이 6학년으로 진급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조건들에 관해 궁금하실 것입니다.  아래에 그에 관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과 답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CPS 5학년 학생들의 진급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   5학년 게이트웨이/조지아 5학년 작문 시험: 귀넷   
     카운티는 조지아주 숙달 기준에 근거해 조지아주   
     전역에서 시행되는 본 시험의 합격 점수를 정합니다.  
·   5학년 CRCT: 조지아의 5학년 학생들은 CRCT 읽기와   
     수학 교과목 시험에서 “레벨 2 – 기준에 도달함” 범위   
     또는 그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경과보고서의 성적이 학생이 다음 학년에서   
    성공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5학년 AKS를   
    습득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특수교육 학생들의 진급은 각 학생의 개별 교육 
플랜(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IEP)에 따릅니다. 

 •   ESOL 프로그램(영어가 모국어 아닌 학생들을 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Students in the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ESOL) Program)에 있는 학생들은 시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5학년   
     작문 시험에 패스하지 않고  6학년으로 진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   
    CRCT(조지아주 진급 요구조건임)의 읽기와 수학   
    영역시험 둘 다에 불합격하면 그 학생은 반드시   
    여름학교 기간 동안 떨어진 떨어진 교과목에 대한   
    재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학생이 재시험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심 과정을 고려할 것입니다.  학생   
     지원팀에서 다음  학사연도의 학생의 배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귀넷 카운티 5학년 평가 프로그램의 목적은 
무엇이며 학생들이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면 될까요? 
모든 5학년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5학년 작문 시험과 
CRCT 둘 다를 보아야 합니다.  5학년 작문시험과 CRCT 
모두 조지아주 기준과 비교해 학생의 성취를 측정합니다.  
시험 결과는 교사들이  각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데 사용되고 또한 주에서 조지아  전체에 걸쳐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데 사용됩니다.   매일 학교에  
출석하는 것이 이러한 시험에 대한 최선의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넷의 AKS  교과과정은 주의 모든 교과과정을 
포함하므로 귀넷 학교 교실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은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습에 이바지하고 학생이 CRCT 
시험에 합격하도록 도와줍니다. 수업 중에와 숙제로 하는 
작문도 자녀가 이러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조지아 교육국 웹사이트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http://public.doe.k12.ga.us/ci_testing.aspx에 가셔서 “CRCT” 
또는 “Writing Assessments”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Writing Assessments” 페이지에 샘플 작문이 

개재되어 있습니다.  www.georgiaoas.org (온라인 평가 

시스템)에 가셔서 5학년용 패스워드와 로그인을 

사용하시어 CRCT 샘플 문제들을 찿아보십시오. 
 

언제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됩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까?  
·  5학년 게이트웨이/조지아 5학년 작문 시험: 2011-  

    12학사연도에는 3월 7일날 2 섹션으로 나눠 시험을   
    봅니다.  학생들은 첫 섹션에 한 시간 동안 초안을  
    씁니다.  두 번째 섹션에는 한 시간 동안 작문을   
    교정하고 가다듬습니다. 

 
·    5학년 CRCT:  5학년 학생들은 4월 23-27일에          

   거쳐 매일 CRCT의 다른 영역시험을 봅니다.    

   5학년 읽기 시험은 4월 23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학 시험은 4월 25일, 수요일에 볼   

   예정입니다.  추가로 5학년 CRCT는 영어, 과학 및   

   사회 시험도 포함하나 이러한 영역 시험에서의   

   합격점수가 진급 요구조건은 아닙니다.  영역 시험은   

   섹션 사이의 짧은 쉬는 시간을 포함해 대략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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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T에 패스하려면 몇점을 맞아야 합니까?  쓰기  
시험의 합격선은 몇점 입니까? 
CRCT 시험은 과목에따라 최하 650 에서 최상 850 이상의 
범위의 등급 점수(scale score)를 사용하여 점수가 
계산됩니다.  학생이 자기 학년 수준의 기대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8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쓰기 
시험의 등급 범위는 100에서 350입니다.  학생이 쓰기 
능력을 보여주기위해서는 20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이 5학년 작문 게이트웨이를 패스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작문 게이트웨이 시험은 학생들이 매일 수업 중 배우고 
연습한 내용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에 패스할 것입니다.   처음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게이트웨이에 패스할 추가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  봄 동안에 학생들은 수업 중 계속해서 작문에 힘쓸   
   것입니다.  일단 결과가 나오면   
   게이트웨이에서 귀넷의  합격점수에 미치지 못한   
   학생들은 재시험을 보기 전 학교 수업 시작 전.후나   
   토요일에 집중 도움을 받기 위한 작문 수업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사연도가 끝나기 전    
   작문 재시험을 볼 것입니다.  재시험에 패스하지 못한   
   학생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여름학교에 출석할 수 있고   
   여름학교 동안에 재시험을 봅니다  
• 작문 보충 수업이나 여름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도   
   재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작문과   
   관련된 추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재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일년 내내 경과 보고서상 읽기, 철자법, 그리고 작문의   
   학기 평균 성적이 “C”이상인 학생이 뜻밖에     
   작문 게이트웨이 시험에 떨어질 경우, 자동적으로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첫 학기 성적은 첫 번째 9주와 두   
   번째 9주의  경과보고서 성적의 평균이며 두 번째     
   학기 성적은 세 번째 9주와 네 번째 9주의 경과보고서   
   성적의  평균입니다.) 
 
  심사 위원회는 학생에게 여름학교와/또는 재시험을   
  권고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학생의 성적과, 교사들과   
  학부모가 제공한 기타 학생에 관한 정보를 검토합니다.   
 

 

만일 학생이 CRCT에서 조지아주가 정한 학년 수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  여름학교 동안에 무료로 추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학교에서 재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여름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학생도 여름학교가 끝날   
   때 재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학교를 통해   
   집중적인  도움을 받으면 재시험에 패스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학생이 재시험에도 합격하지 못하면 배정을 결정하기   
   위해 학생 지원팀(Student Support Team, SST)을 통한   
   재심을  실시합니다.  학생 지원팀은 CRCT 진급   
   요구조건에 도달하지는 못했으나  읽기, 작문, 철자법,   
   수학, 과학, 사회에 있어서  학기 평균  성적이  “C”   
   이상인 모든 학생들의 배정을  자동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첫 학기 성적은 첫 번째  9주와 두 번째 9주의   
   경과보고서 성적의 평균이며 두 번째 학기 성적은 세   
   번째 9주와 네 번째 9주의 경과보고서 성적의 평균임.)   
   학부모님도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번의 시도에도(4월과 여름학교에서)불구하고 CRCT를   
   패스하지 못하고 학생 지원팀을 통해서도 진급하지   
   못한  학생들은 5학년에 유급되어 읽기와 수학 실력    
   향상을 위한 추가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학생들이 진급하기 위해 이러한 시험을 
패스해야만 한다면 그래도 성적이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진급하려면 학과 과목에 있어서 합격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성적은 또한 학년 중 학생이 AKS 
학습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계기판의 
역할을 하며 학생에게 별도의 도움이 필요함을 일찍 
경고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경과보고서상 학생의 성적이 
좋으면 학생이 CRCT나 게이트웨이 시험을 패스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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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5학년 진급 필수요건에 관한 기타 질문은 자녀의 교사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께  문의하십시오.  
자녀의 학교에서 부모님께 샘플 질문지를 보여드리고 
작문 평가 방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