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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카운티 공립 중학교 진급 기준 

6학년 

7학년으로의 진급 
 

6학년에 등록한 학생은그 학년에  – 각 학기 연관 과목들(connections classes) 점수는 평균을 내어 - 
5과목 중 4과목을 패스해야 함. 매 학기 패스해야 하는 4과목 중 영어(Language Arts)와 수학 이 
포함되어야 함.* 
 
7학년 진급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은 해당 학년에 습득하지 못한 AKS를 습득하기 위해 
여름학교에 출석할 기회를 갖게 됨. 
 
* 유의: 특수교육 학생의 진급은 학생의 개별교육플랜(Individual Education Plan)에 따라 결정됨. 영어 
미숙달(Limited English Proficient, LEP) 학생의  진급 결정은 학생의 AKS 조정 및 개입 플랜(AKS 
Modification and Intervention Plan)에 따름. 

 

7학년 

8학년으로의 진급 
 
귀넷 카운티 7학년 학생들이 8학년으로 진급하려면  다음 CRCT각 교과시험에서 합격성적을 받아야 
함: 읽기, 영어(English/Language Arts), 수학, 과학 및 사회.* 
 
8학년 진급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은  여름학교를 다니고 필요한 재시험을 볼 기회를 갖게 
됨. 여름학교와 재시험 의 기회를 갖고도 진급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은 8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대신 과도기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해에 추가의 도움을 받게 됨.  
 
* 유의: 특수교육 학생의 진급은 학생의 개별교육플랜(Individual Education Plan)에 따라 결정됨. 영어 
미숙달(Limited English Proficient, LEP) 학생의  진급 결정은 학생의 AKS 조정 및 개입 플랜(AKS 
Modification and Intervention Plan)또는 영어 학습자/시험 참여 위원회(ELL/Test Participation 
Committee)의 권고에 따름. 

 

8학년 

9학년으로의 진급 
 
조지아주에서는  8학년 학생들이 9학년으로 진급하기 위해 조지아주 학력 평가고사(Criterion-
Referenced Competency Tests, 이하CRCT)의 읽기와 수학 교과시험에서  “기준에 도달함(레벨 2)” 
또는 그 이상의 성적을 받도록 요구함.  이와 더불어 귀넷 카운티 진급시험인 8학년 작문시험에서 
합격점수를 받아야 함.  8학년 학생은 또한 그 학년에  – 각 학기 연관 과목들(connections classes) 
점수는 평균을 내어 - 5과목 중 4과목을 패스해야 함. 매 학기 패스해야 하는 4과목 중 영어(Language 
Arts)와 수학 이 포함되어야 함.* 
 
학생이 9학년 진급 자격을 얻지 못하면 여름학교를 다니고 필요한 재시험을 볼 기회를 갖게 됨. 
여름학교와 재시험의 기회를 갖고도 진급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은 9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 유의: 특수교육 학생의 진급은 학생의 개별교육플랜(Individual Education Plan)에 따라 결정됨.  
영어를 습득중인 학생이 CRCT 읽기와 수학 교과시험(조지아주 진급 요구조건임)을 패스하지 못하면, 
여름학교 중에 떨어진 교과에 대한 재시험을 보아야 함.  학생이 재시험도 패스하지 못하면 학생 
지원팀이 다음 학사연도 학생의 배정을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