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rd Grade Promotion Flyer, 2011-12 - Korean                               Page 1 of 2 

2011-12 학사연도 3학년 진급 필수 요건 
 

귀넷카운티 공립학교(이하 GCPS)는 학생들이 다음 학년에서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필요한  
현 학년의  교과과정-AKS(학문지식과 기술)을  잘 습득했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또한 조지아주는  모든 3학년 학생들이 4학년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읽기(Reading)과목에 있어서  학년 수준의 학습 기대치에 도달할 것을 요구합니다.  조지아주는 
주 학력 평가 시험(Criterion-Referenced Competency Tests, CRCT)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읽기 
실력을 측정합니다.  3학년 학생의 부모님들이  진급 필수요건에 대해  궁굼해하시는 내용과 
그에 대한 답을 아래에 적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RCT는 어떤 시험이며 누가 이 시험을 봅니까?  
조지아 교육부에서느 2011-12 학사연도에 3-8학년 
학생들이 CRCT 시험을 보도록 재정을 지원합니다.  3-
8학년의 모든 학생들은  읽기, 영어,  수학, 과학및 사회 
교과 목에 있어서  해당 학년의 CRCT시험 또는 조지아주 
대안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CRCT 시험은 학생들이 
얼마나  조지아주 교과 과정에 포함된 기술과 지식을 잘 
습득했는지를 측정합니다.  귀넷카운티의 AKS  
교과과정은 주의 모든 교과과정을 포함하므로 
귀넷카운티 학교 교실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은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습에 이바지하고 학생이 CRCT 
시험에 합격하도록 도와줍니다.  CRCT 를 통해 얻은 
정보는  교사가 각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주 
정부가 조지아 전체에 걸쳐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데 
사용됩니다.  학생이  매일 수업에 참석하는 것은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당일에 학교에 
출석하는 것은 학생이 “자신이 아는 것을 보여 줄” 좋은 
기회입니다.  
 
귀넷카운티의 3학년 학생들의 진급을 결정하는데 
CRCT가 어떻게 사용됩니까? 
조지아주의 3학년 학생들은 4학년으로 진급하기 위한 
기준의 하나로서 CRCT의 읽기 시험에서 “기준에 
도달함”(레벨 2)에 해당되는 범위 또는 그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 필수요건에 더하여, 
귀넷 카운티 3학년 학생들은  4학년에서 성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3학년의 AKS를 충분히 습득했다는 것을 
경과보고서에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특수교육 학생들의 
진급은 학생 개개인의 개별 교육 플랜(Individual Education 
Plans, IEP)에 입각해 결정됩니다. 영어를 습득중인학생이 
CRCT(조지아주 진급 요구조건)의 읽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학생은 여름에 재시험을 봐야 합니다.  학생이 
재시험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심 과정을 고려할 
것입니다.  학생 지원팀에서 다음 학사연도의 학생의 
배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CRCT의 읽기 부문에서는 무엇을 테스트합니까? 
학생들의 어휘 실력, 정보를 찾고 기억해내는 능력, 읽은 
내용에 대한 이해력,  비평적 분석을 위한 독서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CRCT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조지아 
교육국 웹사이트를 
찾으십시오.  http://public.doe.k12.ga.us/ci_testing.aspx에 
가셔서  CRCT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www.georgiaoas.org 
(온라인 평가 시스템)에  가셔서 3학년 전용 패스워드와 
록인을 사용하여 샘플 문제를 찾아 보십시오. 
 
언제 학생들이  이러한 시험을 봅니까?  그리고 각 
교과목당 시험 시간은 얼마입니까? 
2011-12학사연도에 3학년 학생들은 4월 23-27일간 CRCT 
시험을 보며 매일 다른 과목에대한 시험을 봅니다.  3학년 
읽기 시험은 4월 23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목당 시험 시간은 섹션 사이 쉬는 시간을 포함해서 대략 
2시간 30분 정도됩니다.  
 

학생이  CRCT의 읽기 부문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까?  
CRCT 읽기 영역은  최하 650 에서 최상 850 범위의 등급 
점수(scale score)를 사용하여 점수가 계산됩니다.  학생이 
자기 학년 수준의 기대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8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언제 부모님들이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자녀가 CRCT의 읽기 영역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부모님께서는 학년말에 학교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통보 
받게 됩니다.  학교측은 이러한 학생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여름학교에   가도록 권고합니다 

 
 
2011-12 학사연도 (뒷장에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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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진급 필수요건에 관한 기타 질문은 자녀의 교사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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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시험에 합격하지만,  만일  
학생이 CRCT 시험에서 주에서 정한 학년 수준의 
기대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은 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별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     학생은 여름학교를 통해  무료로 그러한 별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학교에서 재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여름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도 재시험을 볼 수 있
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해당 과목 여름학교 수업을 통
해 집중적인 도움을 받게 되면 합격할 가능성이 더 많
습니다.   

•     만일 학생이 재시험에도 합격하지 못하면, 
       학생지원 팀(SST)이 학생의 배정을 결정하기 위한 
재심과정을 갖게 됩니다.  재심과정을 통해 CRCT에서 
진급요구조건에 부합하지는 못했지만 읽기, 작문, 
철자법, 수학, 과학, 그리고 사회 과목에  있어서 학기 
평균이  “C” 보다 낮은 점수를 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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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께서 재심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CRCT 시험을 두 번(4월과 여름학교에서)보고도   
     합격하지 못했으며, 학생지원팀의 재심과정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4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3학년에 남아 읽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별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만일 3학년 학생들이  CRCT의 읽기 부분에 합격해야  
진급할 수 있다면,  그래도 성적이 중요할까요? 
예.  학교에서의 합격 성적은 진급의 필수요건입니다.  
또한 성적은 학년 중 학생이 AKS 학습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계기판의 역할을 하며 학생이 별도의 
도움이 필요함을 미리 경고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경과보고서에 좋은 성적을 받으면 학생이 CRCT 시험의  
읽기 부문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자동 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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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학년 CRCT 읽기 시험 예문과 문제(조지아주 교육부 제공)

 

 
 
 
 
 

1) The story takes place 
A. on a boat ride. 
B. during a picnic. 
C. on a family trip. 
D. at a family meeting. 
 

2) In the story, the word glimpse MOST LIKELY means 
A. touch. 
B. smell. 
C. sight. 
D. thought. 
 

3) Which phrase from the passage tells the reader that 
Ferdinand was eager to see the ocean? 
A. “could not wait” 
B. “ought to know” 
C. “his first chance” 
D. “can be a real pain” 
 

4) Which does Ferdinand want to do in this story? 
A. collect more shells 
B. get even with Julia 
C. hear another of his father’s stories 
D. see the ocean 
 

                                         Answers: 10 C; 2) C; 3) A; 4) D 

Sample Passage… 
Ferdinand is eager to reach the ocean in this story, “The Shell.” 
Read the story to find out why, and then answer the questions that 
follow. 
  “Can you hear it?” asked Ferdinand, holding the huge conch 
shell up to his sister’s ear. His eyes were wide with excitement.  
  “No,” said Julia, leaning away from him on the long seat in 
the back of the minivan. “Leave me alone.”  
  Big sisters can be a real pain. And Ferdinand ought to know, 
because he has two of them.  
  He put the shell to his own ear. He heard a mighty rushing 
sound and imagined huge waves breaking on a deserted beach.  
  The family was headed for the ocean right now, and 
Ferdinand could not wait to catch his first glimpse of the sea. He 
had read about it in so many stories and, of course, he’d seen 
pictures of it on TV. But this was his first chance to actually see 
it, jump in it, smell the salty air, and watch the seagulls bank and 
wheel in the sky. There aren’t too many oceans in North 
Georgia, their father always says, and then he tells a long story 
about grandpa’s fishing boat off the coast of Veracruz. 

From “The Shell” by Paul K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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