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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연도 이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학생들의 졸업 요구조건: 
 

정규 고등학교 졸업증서를 받고자 하는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Gwinnett County Public Schools, 이하 
GGCPS)학생들은  반드시 정해진 학점을 획득하고 특정 코스를 패스하며 조지아주와  카운티의 작문 
시험을 통과하여 조지아주와 카운티의 졸업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고등학교 학생의 부모님으로서 
졸업 요구조건에 관한 질문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래에 2008–09, 2009–10, 그리고 2010–11 학사연도에 
고등학교를 시작한 학생들을 위한 시험과 졸업 요구조건에 대해 부모님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과 그에 관한 대답이 
있습니다.  *2008년 7월 이전이나 2011년 6월 이후에 고등학교를 시작한 학생들에게는 다른 졸업 요구조건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의 카운셀러에게 문의하십시오. 
 
 

2011-12 학사연도 이전에 고등학교를 시작한 학생들을 
위한 졸업 요구조건은 무엇입니까? 
귀넷 카운티 고등학교 정규 졸업증서를 받기 위해 2011-12 
학년 이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반드시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수업을 패스하고 필요한 코스의 학점(아래 차트 참조)을 
받기 위해 AKS(Academic Knowledge and Skills, 이하 
AKS)교과과정을 배운다; 

• 10학년에 시행되는 귀넷 카운티 고등학교 게이트웨이 
작문 시험을 패스한다; 

• 11학년에 시행되는 조지아 고등학교 작문 시험(Georgia 
High School Writing Test, GHSWT)을 패스한다; 그리고   

• 핵심 교과 영역의 각 영역에서 하나의 EOCT 를 
패스하거나 조지아 고등학교 졸업 시험(Georgia High 
School Graduation Tests , GHSGT)에서 그에 상당하는 
하위검사(subtest)를 패스함으로  4개의 핵심 영역 – 영어, 
수학, 과학 및 사회 – 에 있어서의 학습 습득을 보여줌.  

2008년 7월과 그 이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조지아 
학생들은 다음 학문 영역에서 최소한 23학점을 획득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필수 학문 영역  학점 

영어(Language Arts) 4 

수학(Mathematics) 4 
과학(Science) (4번째 과학 학점은 과학 요구조건과  
선택 코스 요구조건 둘 다를 충족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음.) 

4 

사회(Social Studies) 3 

현대어/고전어 그리고/또는 기술 교육 그리고/또는 
예술 

3 
 

보건과 체육(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1 

선택 코스(Electives) 4 

 

학생들은 각 학기에 코스당 0.5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록 스케쥴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각 학기에 코스당 
1학점을 받을 수 있음.)  조지아 대학이나 대학교로 구성된 
대학교 시스템에 입학하려면 동일한 현대어 또는 
고전어에서의 2학점을 포함해 핵심 학문 영역의 특정 
코스들을 패스해야만 합니다.   

필수와 선택 모두, 핵심 학습 코스들은 호프 장학금 자격 
요건(Hope Scholarship eligibility)을 결정하는 호프 평점 
평균(Hope GPA)계산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구 
웹사이트(www.gwinnett.k12.ga.us)에  있는 호프 장학금에 
관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졸업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졸업시험은 학생, 교육자, 그리고 부모님께 학생의 강점과 
향상이 필요한 부족한 부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졸업증서 획득에 요구되는 개념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추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학생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평가고사는 정규 교육 
졸업증서를 받을 자격을 획득한 조지아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요 핵심 교과 내용과 기술을 습득했음을 
확인해줍니다.  

모든학생이 졸업시험을 봐야 합니까? 
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영어를 제2언어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개별 편의 계획서(Individual 
Accommodation Plan , IAP) 또는 영어 학습자들을 위한  
시험 참가 계획서(Test Participation Plan, TPP)상의 학생의 
필요와 세부내용에 근거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도 조지아주 시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장애 학생은 조지아 대안 평가(Georgia 
Alternate Assessment)를 통한 평가를 받습니다. 

Gwinnett County Public Schools      437 Old Peachtree Road, NW Suwanee, GA  30024-2978     
www.gwinnett.k12.g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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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험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조지아 고등학교 작문시험(Georgia High 
School Writing Test, GHSWT) 
조지아 고등학교 졸업증서를 획득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은 조지아 주의 작문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고등학교 3학년(주니어) 가을에 
시험을 봅니다.  학생들은 정해진 주제에 관해 2 페이지가 
넘지 않는 분량의 설득력 있는 에세이를 씁니다. 2시간의 
시험 시간에는 100분의 작문시간과 초안과 교정을 위한 
시간이 포함됩니다. 2011-12학사연도 조지아주 
작문시험은 9월 27일에 시행됩니다. 첫 번 시도에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12학년 봄이 되기 전에 
시험에 관한 추가의 도움을 받고, 재시험을 보고, 졸업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번의 기회를 갖습니다. 
졸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문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GCPS 고등학교 게이트웨이 평가고사 
모든 학생들은 귀넷 카운티의 학문 지식과 기술(Academic 
Knowledge and Skills, AKS)교과과정에 관한 지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각 코스의 AKS는 .교육구 웹사이트 
(www.gwinnett.k12.ga.us/aks.nsf)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0학년 이후에 GCPS에 등록하는 학생을 포함해 GCPS 
학생이 정규 졸업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구의 
고등학교 게이트웨이 평가고사의 두 부분 모두를 
통과해야 합니다. 

게이트웨이 평가고사는 9학년과 10학년 과학과 10학년 
사회 AKS에 관한 학생의 작문 실력을 측정합니다. 
학생들은 2개의 에세이 – 과학에 관한 주제와 사회에 관한 
주제에 대한 에세이 – 를 씁니다.  에세이를 쓸 때 그 
주제에 관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여 제공된 
자료로부터 정보를 뽑아냅니다.  하루에 하나의 에세이를 
쓰며, 각 에세이당 125분이 주어집니다.  

본 평가고사는 10학년 봄에 시행됩니다. 2011-
12학사연도에는 4월 16일과 18일에 게이트웨이 작문 
시험이 시행될 것입니다. 4월에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시험결과는 학사연도가 끝나기 전 알게 될 것입니다. 

게이트웨이 시험은 매일 학생들이 수업 중에 배우고 
연습하는 내용을 평가하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에 
합격합니다.  처음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예정된 
졸업일 전에 게이트웨이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더 있습니다.   학생은 계속해서 코스를 순서대로  
들으면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합니다.  그러나, 
귀넷카운티 고등학교정규 졸업증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게이트웨이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을 통한 추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귀넷 카운티 교육국 웹사이트에 
개별 지도, 연습 문제, 그리고 샘플 문제지를 포함한 
정보가 게시됩니다. 

선정 과목 평가시험(End of Course Tests, EOCT) 
학생들은 8개의 선정된 고등학교 코스에서의 학점을 
획득하기 위해 조지아에서 의무적으로 보도록 하는 선정 
과목 평가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EOCT 시험을 보도록 
요구하는 코스에 등록하고/또는 학점을 받는 학생은 
누구나 반드시 코스를 마치는 12월이나 5월에 시험을 
보아야 하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획득하기 위해 그 
코스를 패스해야 합니다. 귀넷 카운티에서는 이러한 
선다형 시험의 결과가 EOCT 시험이 시행된 학생의 학기 
성적의 20%를 차지합니다. 각 핵심 교과 영역의 2 코스에 
대해 보도록 요구하는 EOCT 시험은 조지아주의 학생들이 
동일한 학습 표준을 갖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조지아주의 EOCT 프로그램은 다음 8개의 교과 영역 
평가고사를 포함합니다: Freshman Language Arts, Junior 
American Literature, Integrated Algebra I/Accelerated 
Integrated Algebra I, Integrated Geometry/Accelerated 
Integrated Geometry, U.S. History, Economics/Business/Free 
Enterprise, Biology와 Physical Science. 유의: 대부분의 귀넷 
카운티 학생들은 EOCT를 요구하는 8 코스 중 7코스를 
택하나 일부 학생들은 8번째 코스인 Physical Science를 
택하기도 합니다.  

조지아 고등학교 졸업시험(GHSGT) 
지난 봄 조지아주 교육위원회는  좀 더 엄격한 코스별 
평가 시험(End of Course Tests, EOCT)을 사용하고 졸업 
요구조건인 조지아 고등학교 졸업시험(GHSGT)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투표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인 
폐지가 시행되는 동안 2008-09, 2009-10, 2010-11학사연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4개의 핵심 과목의 각 
과목에 있어서 EOCT 또는 이에 상응하는 GHSGT 중 
하나에서 통과점수를 받으면 그 과목의 교과과정을 
습득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9학년 영어(Freshman Language Arts), 생물(Biology), 미국 
역사(U.S. History)에서 EOCT 시험을 통과했으나  수학 
EOCT 시험들 중 하나는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GHSGT 의 
수학 교과시험(subtest)을 통과할 경우 졸업 요구조건을 
충족 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3학년(주니어) 봄에 
영어/언어 (English/Language Arts), 수학, 과학, 사회에 
있어서의 교과시험을 보는 GHSGT 시험을 봅니다.  4개의 
하위시험은 선다형 시험이며 올 해는 2012년 3월 19-22일, 
4일간 매일 하나씩 보게 됩니다. 학생들은 각 교과시험을 
마치는데 최대한 3시간까지 소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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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어떻게 졸업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성실한 출석, 매일의 수업 참여, 그리고 부여된 숙제와 
프로젝트의 완수는 학생들이 이러한 시험에서 다루는 
교과과정을 배우도록 도와줍니다.  이와 더불어 귀넷 
카운티 학생들은 주기적으로 에세이를 쓰고 창작을 
하는데 이는 조지아주 작문 시험과 귀넷의 게이트웨이 
작문 시험 둘 다를 보는데 좋은 연습이 됩니다.  학생들은 
또한 수업 중 게이트웨이 시험 형식의 시험을 봅니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이 향 후 대학이나 직장에서 현대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기대하는 중요한 교과지식과 
작문 실력을 갖추도록 해줍니다.  또한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연습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USA Test Prep* 
 http://www.usatestprep.com/Member-Login 
• Online Assessment System 

https://www.georgiaoas.org 
• GAcollege411 

GAcollege411.org 
• Gateway  

http://www.gwinnett.k12.ga.us/gcps-
mainweb01.nsf/pages/TheAssessmentOffice 

• Ga. Department of Education 
http://public.doe.k12.ga.us/ci_testing.aspxt) 

*사용자명과 패스워드는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질문이 있으시면 자녀 학교의 교사, 상담교사, 또는 학교 책임자에게 문의하십시오.  
  

2011-12*연도 이전에 고등학교에 들어간 G GCPS 학생들을 위한 졸업 요구조건 

학점을 획득해야 합니다 
•  조지아주에서 요구하는 학문 영역에서 필수 핵심  코스, 필수 비핵심 코스와 선택 코스를 포함해 최소 23학점을 
획득해야 함. (코스를 패스해야 학점이 수여됨.) 

유의: 조지아주에서 요구하는 학문 영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학생의 고등학교 해당 입학연도의 Choice 
Book을 참조하거나 학교의 상담교사나 지도교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그리고 
시험을 보아 통과해야 합니다 

• (10학년에 시행되는)귀넷 카운티 고등학교 게이트웨이 시험을 통과해야 함.  
•  (11학년에 시행되는) 조지아 고등학교 작문 시험을 통과해야 함. 
•  지정된 코스에 대한 평가 시험(EOCT)을 보아야 함 (EOCT는 최종 성적의 20%를 차지함.)  

그리고 
다음을 패스하여 4개의 각 핵심 영역에서 학문을 습득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영어(Language 
Arts 

  
Freshman Language Arts 

EOCT를 패스함 

 
Junior Language Arts EOCT를 

패스함 

또는  
Language Arts 조지아 고등학교 
졸업시험(GHSGT)을 패스함 

또는 

수학  Integrated Algebra I / Accelerated 
Integrated Algebra I EOCT를 

패스함 

Integrated Geometry / 
Accelerated Integrated 

Geometry EOCT를 패스함 

또는  Mathematics GHSGT를 패스함 또는 

과학 Biology EOCT를 패스함 Physical Science EOCT를 
패스함 

또는 Science GHSGT를 패스함 또는 

         사회  
U.S. History EOCT를 패스함 

Economics /Business / Free 
Enterprise EOCT를 패스함 

또는  
Social Studies GHSGT를 패스함 

또는 

* 이러한 요구조건은 2008–09, 2009–10, 그리고 2010–11 학사연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2008년 
7월 이전에나 2011년 6월 이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다른 졸업 요구조건이 적용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녀 학교의 상담교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질문이 있으시면 자녀 학교의 교사, 상담교사 또는 교감선생님 등의 학교 책임자에게 문의하십시오. 
Gwinnett County Public Schools      437 Old Peachtree Road, NW Suwanee, GA  30024-2978     
www.gwinnett.k12.ga.us 

http://www.gwinnett.k12.ga.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