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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 학사연도 4학년 진급 필수요건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이하 GCPS)는 여러 방법으로 학생들이 교육구의  교과과정 – 

학문 지식과 기술(AKS) – 을 습득했는지를 평가합니다.   GCPS는 조지아주  학력 

평가고사(Criterion-Referenced Competency Tests, CRCT)를 사용해 읽기, 

영어/언어, 수학, 과학 및 사회 영역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학습을 측정합니다.  

귀넷에서는 CRCT가 진급시험으로 사용됩니다.  5학년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CRCT의 각 부분에서 4학년 수준의 학습 기대치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4학년 학생의 

부모님들이 이러한 진급을 위한 필수요건에 대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과 그에 대한 

답을 아래에 적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CPS 4학년 학생들의 진급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  4학년 조지아주 학력 평가고사(Georgia Criterion-

Referenced Competency Tests, CRCT): 귀넷 

카운티의 4학년 학생들은 읽기, 영어/언어, 수학, 

과학 및 사회 영역에서 “레벨 2 – 기준에 도달함”에 

해당되는 점수나 그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 특수교육 학생들(special education students)의 

경우 학생 개개인의 개별 교육 플랜(Individual 

Education Plans, IEP)에 입각해서 진급이 

결정됩니다 

• ESOL 프로그램(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영어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들은 시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험에(CRCT)  패스하지 않고 5학년으로   

   진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귀넷 카운티에서는 진급 시험으로 CRCT를 

사용하나요? 

CRCT결과는 교사들이 각 학생의 학습에 있어서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파악에 도움이 되고 학생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4학년 시험 결과가 진급을 위해서 

사용되지만 또한 5학년 교사들이 각 학생의 능력을 

파악하게 해주고 학생 개인의 독특한 학습에 있어서의 

필요를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교수 플랜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모든 4학년 학생들은 조지아주의  기준과 비교하여 

학생의 성취를 측정하는  조지아주에서 요구하는 

시험인 CRCT를 봅니다.  조지아 교육부에서는 2011-
12학사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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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선다형의 문제들을 사용하여   

 조지아주의 교과과정인 조지아 성과 기준(Georgia   

Performance Standards, GPS)에 포함된 기술과       

 지식을 얼마나 잘 습득했는지를 측정합니다.  조지아  
교육부 웹사이트에 가시면  CRCT에 대해 더   
 아실 수 있습니다. 
http://public.doe.k12.ga.us/ci_testing.aspx에 가셔서   
 CRCT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www.georgiaoas.org에 가셔서 일반 패스워드를   

사용하시어 4학년에 로그-인 하시면 온-라인 평가   

시스템에 샘플 문제들이 나와있습니다. 

 

4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CRCT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귀넷카운티의 AKS  교과과정은 주의 모든 교과과정을 
포함하므로 귀넷카운티 학교 교실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은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습에 이바지하고 학생이 
CRCT 시험에 합격하도록 도와줍니다.  이와 더불어, 

학년 동안 계속되는 과제물, 숙제, 퀴즈, 그리고 

시험들도 학생들이 이러한 시험에 대비하도록 

해줍니다.   물론 학생의 성실한 학교 출석과 수업 

참여는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언제 학생들이 CRCT시험을 보며 또 얼마나 

오랫동안 봅니까? 
귀넷 카운티 4학년 학생들은 CRCT시험을 매일 다른 

과목에대하여 4월 23-27일간 볼것입니다. 영역별 

시험일은: 읽기(4월 23일), 영어(4월 24일), 수학(4월 

25일), 과학(4월 26일), 사회(4월 27일). 학생들은 각 

시험일에 섹션 사이 짧은 휴식 시간을 포함해 약 

2시간 30분간 해당 영역 시험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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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진급 필수요건, 앞장에서부터 계속됨 Revised 8/11

귀넷 학생들이 CRCT를 패스하려면 몇점을 

맞아야하나요?  
CRCT 시험은 과목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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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학생이 GCPS에서 요구하는 5학년 진급에 

필요한 CRCT 영역시험을 패스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에 합격할 것입니다.  (학년말에 

학교측은 필요한 영역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의 

부모님들께 그러한 사실을 통보할 것입니다.)  CRCT 각 

영역 시험에서 학년 수준의 학업에 도달하지 못한 귀넷의 

4학년 학생들은 재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별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 CRCT의 영역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귀넷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무료 여름학교를 권고   

  받습니다.  학생의 성적에 근거하여 학교측에서 이미   

  어떤 학생들에게 여름 학교를 권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 학생들은 불합격한 영역만 재시험을 보아 합격 점수를   
받으면 됩니다. 
• 사정상 여름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도 여름학교가   

   끝날 때 보는 교과 내용 재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여름학교 수업을 통해 집중적인 도움을   

   받게 되면 합격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 재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5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 학생은 다음 학사연도에     

   과도기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과도기 프로그램은 카운티의 지침을 따르지만 학교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과도기 프로그램에서 좀더 각 학생의 학습 필요에   
    맞게 플랜을 짜서 지도할 수 있습니다.  과도기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생이 학습에 있어서   

   동급생들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귀넷의 4학년 학생들이 진급을 위해 학년 수준의 

기대치에 부응해야 한다면 그래도 성적이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성적은 학기 중 학생이 

AKS교과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계기판의 역할을 하며, 학생이 별도의 도움이 필요함을 

일찍 경고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네모안에 

성적이 심사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할 설명을 

참고하세요.) 

CRCT 합격점수는 자녀가 5학년에 진급하기 위한 학습 

지식과 기술을 성공적으로 습득했음을 알려줍니다. 

  

 
 

 

  

 

 3학년 진급 필수요건에 관한 기타 질문은 자녀의 교사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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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과정 
학생이 만일 학년 내내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뜻 밖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CRCT 영역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CRCT의 읽기, 영어 및 수학 영역시험… 
만일 4학년 학생의 경과보고서의 학기 평균 성적이 시험 
본 영역 (읽기, 작문/문법, 철자법 및 수학)에서  C 
이상이었는데, 뜻밖에 시험에 불합격했다면 자동적으로 
심사과정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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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심사 위원회가 학생의 성적과 교사들과 
학부모가 제공하는 기타 다른 정보를 심사하여 교육 
위원회에 다음 중 하나를 권고하게 됩니다: 
• 학생의 CRCT통과를 면제해 주거나;  
• 학생의 CRCT 통과를 면제해주지만, 학생이 

여름학교를 가도록 하거나;  
• 5학년으로 진급하기 전 교과 내용에 대한 재시험을  
보아 합격할 것을 요구한다.  

CRCT 과학 및 사회 영역 시험의 경우 … 

- 4학년 학생이  과학 영역의 경과보고서 성적이 학기 평균 
C이상이었는데 그 과목 CRCT 시험에 불합격하면, 그 
학생은  해당과목의 CRCT시험 통과는 면제 받으나  
여름학교에 가도록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 4학년 학생이  사회 영역의 경과보고서 성적이 학기 평균 
C이상이었는데 그 과목 CRCT 시험에 불합격하면, 그 
학생은  해당과목의 CRCT시험 통과는 면제 받으나  
여름학교에 가도록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