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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의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의 교과과정을 학문 
지식과 기술(Academic Knowledge 
and Skills, AKS)이라고 부릅니다.   
각 학년의 AKS는 학생들이 그 학년 

또는 과목에서 알고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주요 사항들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AKS는 교사들이 풍부한 

학습 경험을 구축할 튼튼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교사들은 AKS를 

가르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에 맞게 배우도록 하기 위해  

교과과정 안내서, 교과서, 

테크놀로지, 기타 교육자료들을 

사용합니다. 
 
AKS는 다음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의 

사명서에 부응하여 부모님들과 지역 

사회의 조언을 참고해 교사들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의 사명은 각 

학생의 학문 지식, 기술과 품행에 

있어서의 우수성을 추구하여 지역, 

국가, 그리고 세계의 기준을 능가하는 

향상을 가져오는데 있다.  
 
자녀가 7학년에서 무엇을 배울지 

그리고 부모님께서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아시기 원하시면 본 

책자의 내용을 읽으십시오.  자녀가 
배우고 있는 내용에 대해 자녀와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7학년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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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Language Arts)  

읽고 쓰기를 배우는 것은 모든 학습의 기초입니다.  7학년에서는 학생이 모든 교과목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읽기와 쓰기 기술을 

배웁니다. 특별히 단어 분석과 정확하고 표현력 있게 읽고 쓰는 것에 집중합니다.  학생들은 모든 수업에 있어서 수업활동의 

일부로서 학교에서 하루 종일 읽기와 작문 기술을 사용합니다.  
 
7학년 말까지 모든 학생들이 다음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모든 교과서에 있어서 유창하게 읽고 읽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단어, 단어에 있는 패턴,   

           단어의 의미를 사용한다; 

• 작문에 학년에 적합한 문법과 철자법을 사용한다; 

• 읽을 책을 스스로 선택하고, 읽고 쓸 때 스스로 점검하여 잘못을 교정하고, 자신의 읽기와 쓰기에 대해 급우들과     

           얘기를 나누고 듣는 것과 같은 평생의 독서가와 작가가 되기 위한 기술을 획득한다; 그리고  

• 듣기, 말하기, 보기를 통한 의사전달을 위해 읽기와 쓰기를 사용한다.  
 
균형 잡힌 읽고 쓰는 능력 
교사들은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선의 교수 방법, 교수 전략 및 교수 자료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원칙들을 

따릅니다:  

•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 것은 다양한 측면을 가진 복잡한 과정입니다. 

• 읽기와 쓰기는 모든 과목 –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및 연관과목 수업(Connections Classes)에 통합됩니다. 

• 읽기와 쓰기는 단순히 독립된 기술들을 연습하는 것이 아닌 학습의 모든 측면에서 언어를 경험하고 실제 세계를 경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읽기와 쓰기는 듣기와 말하기로부터 생기는 서로 연결된 의사전달의 형태입니다.  

• 읽기나 쓰기를 가르치는데 “한가지 길” 이란 없습니다.  교사들은 각 학생을 가르치는데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략들을 

포함시킬 것입니다. 

• 읽고 쓰기를 배우는 것은 발달 진행 단계와 더불어 일어납니다. 

• 모든 학생들은 적절한 도움이 주어지면 이러한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읽고 쓰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 각 학생이 아동발달면에서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은 교사가 학생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계획을 세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학생들은 모든 교과 영역에 있어서 풍부한 독서작문력을 갖춘 환경에 둘러싸여야 합니다. 

• 학생의 나이나 학년에 상관없이 학생은 매일 누군가가 학생에게, 누군가와 함께, 그리고 학생이 누군가에게 읽고 써야 

합니다. 

• 매일 학생들은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읽고 쓸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듣기, 말하기, 보기(Listening, Speaking, and Viewing) 
7학년 학생들은 친구나 어른들과의 교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를 통한 의사전달을 위해 읽고 씁니다. 비판적 독자와 대중매체 

자원의 비판적 시청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학생들은 자신감 있는 의사전달자가 되기 위해 그룹 활동, 발표, 그리고 

멀티미디어 시청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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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읽기 전략과 독해력 
7학년 학생들은 문학적인 글과 정보를 주는 글 둘 다 다양한 내용을 읽고 분석합니다 . 드라마, 시, 그리고 논픽션 글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읽은 내용의 주제를 자신의 경험과 관련짓습니다. 연관성을 잘 발전시키고 글의 효과와 목적을 

위해 저자가 사용한 작문의 여러 요소들을 분석합니다.  7학년에서는 자기 학년 수준의 글을 읽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정확도, 적절한 속도, 그리고 표현력을 사용하여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어 구사, 유창함, 어휘 

7학년 학생들은 7학년말까지 빈도수가 높이 사용되는 단어들과 작문에서 자주 쓰는 단어들을 읽고 철자를 맞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교사에게 이러한 단어들의 목록을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이러한 단어들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과 읽기와 쓰기에 있어서의 단어 구사 능력을 평가합니다.  학생들은 단어 분석에 중점을 두고 어휘를 배웁니다.  모든 교과 

영역에 있어서 핵심 단어들을 분석합니다. 
 
작문 
이 나이에 학생들은 픽션과 논픽션 글과 보고서를 잘 정의된 생각과 잘 구성된 구조를 가지고 씁니다. 학생들은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를 주는 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독자를 의식하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풍부하고 묘사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등 

작문 스타일의 요소들을 사용합니다.  학년에 적합한 문법, 스펠링, 대문자, 구두점을 사용하여 작문하며 자신이 쓴 글을 스스로 

고치고 교정합니다. 이러한 수준 높은 학습 기회는 학생이 8학년의 조지아주 작문평가고사에 준비되도록 도와줍니다. 
 

 7학년 자녀를 위한 권장도서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Roll of Thunder, Hear My Cry 
Mrs. Frisby and the Rats of Nimh 
The Great Gilly Hopkins  
The Shaman’s Apprentice: A Tale of the Amazon Rainforest 
 
기타 우수 아동도서 
조지아 우수 도서 수상 도서:  

www.coe.uga.edu/gcba  
100권의 베스트 도서:  

www.teachersfirst.com/100books.cfm 
미국 도서관 협회 선정 우수 아동 도서:  

www.ala.org/ala/awardsgrants 
\ 

자녀의 독서작문력 향상을 위해 부모님들께 드리는 조언 

• 시를 쓰고 일기를 쓰는 것을 좋은 창조적 분출구이자 작문 연습입니다. 

• 자녀가 독서의 취향을 넓히고 새로운 장르를 경험해 보도록 격려하십시오.  학교의 권장 도서 목록에서부터 

시작해보십시오. 

• 자녀가 작문 경연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있나 알아 보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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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hematics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의 킨더가든-12학년까지의 수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감 있고 능숙한 수학적 문제 해결자가 될 

것입니다.   계산을 할 수 있고 숫자에 대한 깊은 개념적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비판적으로 사고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경쟁하도록 준비되는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수학적 추론을 적절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7학년 수학 교과과정은 문제 처리 기술, 숫자와 연산, 기하학(모양), 측정과 시간, 방정식(패턴)에 집중합니다.  

7학년 말까지는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분수, 소수 그리고 정수를 포함한 양수와 음수를 능숙하게 계산한다; 

• 적절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기하학적 구성을 묘사한다;  

• 기하학적 변형을 알고 설명한다; 

• 제4사분면(four-quadrant) 좌표면(coordinate plane)상의 순서쌍(ordered pairs)들을 파악하고 그래프로 만든다; 

• 유사성의 속성을 적용한다; 

• 표, 그래프, 그리고 함수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 데이터 집합(data set)에 있어서 사분위수(quartiles)의 의미를 설명한다; 

• 1차식(linear expressions)을 더하고 뺀다; 그리고 

•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의 측정과 변수(variation)의 측정을 분석한다 
 

7학년 학생들은 수학을 배우는데 있어서 다수의 전략과 수단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보여주기 위해 사실적인/그림을 

이용한, 말/글, 숫자/데이터, 그리고 그래픽적이고 상징적인 표시와 같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학생들은 콤파스와 직선자, 

테크놀로지와 데이터, 그리고 문제 해결 전략을 사용합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수학에 관한 조언 
• 자녀와 함께 건축물, 패션, 그리고 프린트물에서 유사한 모양을 찾아보십시오. 

• 신용 카드, 부채, 대출금에 대한 경제뉴스를 포함해 실제 생활의 재정 상태에 있어서의 정수(양수와 음수 둘 다)에 대해 예기 

해보십시오. 

• 자녀가 신문과 잡지의 그래프와 표를 찾아보도록 격려하십시오.  읽은 것을 해석해 보라고 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학(Science) 
7학년  학생들은  직접 해보는 접근을 통해 생명과학을 탐구합니다.  학생들은 생명과학의 많은 분야에 있어서의 개념들을 

탐구합니다.  학생들은 과학적 방법의 단계들을 사용해 실험 경험을 발전시킵니다.  관찰, 데이터 수집과 분석, 측정 및 결론 도출 등 

과학적 기술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과학의 특성(Characteristics of Science) 
7학년 학생들은 과학적 진행 기술을 사용합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가설을 세우고, 변수를 조종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발견한 바에 근거해서 설명을 수립하고 조사를 수정합니다.  7학년에서는 안전한 실험을 강조합니다.  학생들은 과학적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과학적 연구의 가치를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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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종류(Types of Life Science) 
분류와 생태학(Classification and Ecology) 

7학년 학생들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까지 유기체를 분류합니다.  생물의 삶의 과정을 평가합니다.  다른 유기체를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모든 유기체의 상호의존성과 유기체의 환경을 살펴봅니다. 학생들은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개별적인 유기체의 

생존과 전체 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진화(Evolution) 

7학년 학생들은 생물의 진화를 살펴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종의 신체적 특징이 변해왔는지 설명합니다.  돌에서 발견되는 

화석 기록을 사용하여 변화하는 생물 형태를 살펴봅니다. 
 
세포와 유전학(Cells and Genetics) 

7학년 학생들은 식물과 동물 세포의 기본 성분들을 공부합니다.  셀의 각 성분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고 어떻게 세포가 

움직이고 재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어떻게 생물학적 특징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전달되는지 살펴봅니다.  유전자와 

염색체의 역할을 평가합니다. 
 

학부모님들을 위한 과학에 관한 조언 

• 자녀와 함께 플라스틱, 알루미늄, 종이, 기타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들을 수집하시어 수거차가 수거할 있도록 하시거나 

재활용 센터에 가져다 주십시오. 

• 가능하면 오래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가계도(family tree)를 만들어 보십시오.  가계도에 있어서 자녀가 가족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공통의 특징이 보이는지 추적해보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회(Social Studies)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의 사회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민주사회에 건설적인 시민으로 참여하도록 준비시킵니다.  학생들은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합니다.  미국의 유산과 세계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배웁니다.  과거를 현재와 

연결시킵니다.  세계의 나라, 문화, 그리고 사람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에 대해 배웁니다.  지도와 지구본을 해석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학습의 주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결정과 법에 영향을 주는 신념과 생각 그리고 의사결정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 결정과 법에 영향을 주는 신념과 아이디어와 의사결정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 변화를 

가져오는 갈등; 사회의 산물인 문화;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그리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이디어와 사람의 동향. 
 
해석력/우리가 사는 곳/개인의 재정(Interpretive Skills/Where We Live/Personal Finance) 
7학년 학생들은 지도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사건과 현재의 사건에 지리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넓힙니다.  학생들은 

타당한 리서치 질문들을 만들고 정치 풍자만화를 해석합니다.  수입, 지출, 신용, 저축, 그리고 투자 면에 있어서 개인 금전 

관리에 대해 배웁니다.  
 
조국(Our Nation) 
중학교에서는 글로벌 사회에서의 도전들을 살펴봅니다.  아프리카, 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그리고 중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인 쟁점과 현대의 쟁점들을 공부합니다.  공부한 지역의 초기 문명과 주요한 발달에 대해 살펴봅니다.  정부, 경제 시스템, 

그리고 문화적 특성을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위치, 기후, 자원, 인구, 기타 특징이 어떻게 한 지역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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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시민의식을 위해 부모님께 드리는 조언 

• 가족의 재정에 대해 자녀에게 얘기하십시오.  부모님께서 지출할 형편이 되시는 지와 지출할 형편이 안되시는지, 그리고 

그 사이의 균형을 포함하는 결정 과정을 자녀가 보도록 해주십시오.  자녀의 리서치에 대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자녀가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부모님께 말씀 드렸나요?  자녀가 어떤 주제에 관해 리서치하고 있나요?  자녀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건과 체육 연관과목(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Connections) 
 

매 년 중학교 학생들은 1분기(9주간)의 보건 수업과 2분기의 체육 수업을 연관과목 수업(Connections classes)으로 

들어야 합니다. 

보건(Health) 
보건 시간에 학생들은 어떻게 건강한 생활을 하고 질병과 상해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행동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 배웁니다. 학생들은 학년에 적합한 수준으로 – 타인과의 관계, 마약의 사용과 오용, 개인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안전, 안전한 인터넷 사용, 영양, 질병 예방, 가족 상호작용, 또래 집단의 영향, 해부학, 그리고 생리학 – 등의 주제에 

대해 탐구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으로서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을 때 건전한 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개발합니다.  
 
7학년 학생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상황과 적절한 대응을 배웁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유전적, 그리고 행동적 

요인들을 분석합니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과 건강한 행동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구별합니다.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불법적인 약물 사용의 효과를 분석하고 불법적인 약물 사용에 있어서의 대중매체의 영향을 분석합니다.  전염병과 

성병의 예방, 발견, 통제에 대해 배웁니다.  성행동에 따라오는 결과를 살펴봅니다.  자녀의 탄생과 부모로의 의무가 가져오는 삶의 

변화들을 살펴봅니다.  체중 조절과 관련해 신체 이미지를 살펴봅니다.  안전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과 안전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토론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체육(Physical Education, PE) 
평생 신체 단련, 신체 활동, 그리고 기량 연마를 강조합니다.  주의 깊게 계획된 수업들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건강과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배웁니다. 체육 교과과정은 학생이 신체적으로 기량을 획득하고  

개발하는데 있어 증대된 신체 단련을 촉진합니다.   성장기 동안의 신체변화와 해부학적 변화를 이해합니다. 
 
 7학년 학생들은 신체단련의 개념을 배우고 신체 단련 평가에 참여합니다.  신체 활동이 어떻게 자신의 건강을 강화시키는지 

배웁니다.  학생들은 여러 물체를 던지고, 받고, 차고 때리는 것과 같은 동작과 운동 기술을 개발합니다.  7학년 학생들은 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 원리를 연습합니다.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공격 전략과 방어 전략 그리고 협동을 배웁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ine Arts, Academic, and Vocational Connections(예술, 학문 및 직업 관련     

           연관과목들)  
 
연관과목 프로그램(Connections Program)을 통해, 중학교 학생들은 핵심 학습 영역 외의 학습 분야를 공부합니다. 각 쿼터(9주로 

이루어지는 분기)에 학생들은 2개의 연관과목 수업을 택합니다.  학교마다 택할 수 있는 연관과목의 옵션은 다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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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3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 예술, 학문, 직업/기술.  학교에서는 또한 영어 또는 수학과 같은 핵심 영역에 있어 

학습을 확장하는 심화 수업 또는 학생의 학습기술을 강화하는 수업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몇몇 연관과목 수업들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자녀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시면 학교측에 문의하십시오.  
 
음악(Music)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음악을 경험할 많은 다양한 기회를 갖습니다.  밴드, 코러스, 일반 음악, 기타, 피아노, 또는 오케스트라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음악수업은 전 학년으로부터의 사전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내용, 교사의 수업, 학생의 연주, 

그리고 평가방법은 각 학년이나 실력 레벨에서 점점 더 정교하게 되어 갑니다. 학생들은 연주를 통해 배웁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음악에 반응하고 음악을 비평하는 것을 배우며 음악을 역사와 문화와 관련하여 이해합니다.  학생들은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데 있어 표현기술과 기교를 보이며 음악을 즉흥적으로 연주하고, 작곡하고, 편곡합니다.  중학교 음악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에서의 음악 공부를   준비하도록 해줍니다. 
 
시각 예술(Visual Arts) 
중학교 시각예술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가져오는 다양한 능력, 경험을 다룹니다.  본 프로그램은 예술에 있어서 

창의성과 문제해결 기술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진흥시키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은 많은 테크닉으로 여러 

매체에 작품을 만들고 자신의 작품에 예술의 요소와 원리를 사용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갖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각예술에 있어서의 경험은 학생의 수학 성취, 분석적 추론 능력, 그리고 기타 학습 기술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무대 예술(Theatre Arts) 
학생들은 연기와 즉흥극을 배웁니다.  연기의 기초적인 테크닉과 인물 설정과 발성 그리고 공연과 스크립트 작성 등을 

배웁니다.  고학년 학생들은 조명과 연출과 같은 기초 단계의  전문적인 무대 기술을 배웁니다.  자신의 학교에서 제작하는 

연극에서 공연하고 클럽과 무대예술 관련 워크샵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어(Foreign Language) 
외국어 입문 수업에서는 해당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의 언어, 관습, 문화, 지리에 집중합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읽고 말하는 활동을 

통해 해당언어의 실제적인 어휘를 습득합니다.  학교마다 제공하는 언어는 다를 수 있지만 주로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그리고/또는 라틴어를 한 학년 또는 그 이상의 학년에서 보통 9주 동안 제공합니다.  어떤 학교들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후 

해당 언어에 있어 좀 더 상급 단계의 수업을 듣도록 1년짜리 수업(7학년과/또는 8학년)을 제공합니다. 
 
저널리즘(Journalism) 
작문 중심의 저널리즘 코스는 학생들을 다양한 대중매체 형태에 노출시킵니다.  학생들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의사전달을 하는 

기술을 배웁니다.  본 교과과정은 7학년 영어(Language Arts) 실력에 상당히 의존합니다.  본 수업은 출판의 기준, 저널리즘 윤리에 

관한 지식, 그리고 저널리즘 관련 경력을 쌓을 기회 등을 다룹니다.  
 
가정 소비자학(Family and Consumer Science, FCS) 
본 코스에서 학생들은 가정 소비자학 관련 영역인 식품영양학(Nutrition and Food Science), 요리법(Culinary Arts), 소비자 

서비스(Consumer Services), 인테리어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Interior and Fashion Design),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및 

교사양성(Teaching as a Profession)등에 있어서 직업과 관련된 진로에 대해 배웁니다.  장래 가능한 직업을 살펴보는 것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와 그 이후에 학문을  연마하도록 학생들을 준비시켜 줍니다. 
 
엔지니어링/테크놀로지(Engineering/Technology) 
학생들은 전자공학(Electronics), 에너지 시스템(Energy Systems), 엔지니어링(Engineering), 엔지니어링 그래픽과 엔지니어링 

디자인(Engineering Graphics and Design)및 제조업(Manufacturing)등의 영역에 있어 서의 직업과 관련된 진로에 대해 배웁니다. 



AKS Brochure – 7th Grade – Korean          8 
 
 
 

학생들은 이 수업에서 수학과 과학 기술을 응용합니다.  문제해결 기술을 강화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제도(drafting)와 로봇 

공학(robotics)에 대해 배웁니다.  
 
비즈니스와 컴퓨터 공학(Business and Computer Science) 
학생들은 비즈니스 관련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과 지식을 배웁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재정, 

비즈니스의 법적 운영, 디지털 디자인, 그리고 기초적인 프로그래밍을 배웁니다. 프로젝트에 근거한 학습은 모든 교과과정에 

걸쳐 사용되는 키보드 사용 기술을 강화합니다.  
 
기타 연관과목(Connections)수강의 기회 
학교마다 제공하는 연관과목은 다릅니다.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아래 수업과 그 외 다른 수업들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리더쉽(Peer Leadership) 

• 핵심 과목에 있어서의 학습지원과 학습강화(Academic Support and Enrichment in core subjects) 

• 직업과 관련된 진로(Career Connections) 

• 연구(Research) 

• 학습의 기술(Study Skill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재 교육(Gifted Education)  
중학교에서 프로브(PROBE)라고 불리우는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지적으로 앞선 학생들을 위한 

학문적 도전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앞선 교과내용과 가속화된 진도의 귀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영재 교육 

수업은 GCPS의 AKS 교과과정을 확장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의 사고 전략과 사고 과정을 개발하도록 

도와줍니다. 영재 교육 자격증을 갖춘 교사가 수업을 가르칩니다.  조지아주에서 정한 적격성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학생들이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습니다. 영재 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결정하는데는 학생의 학교에서의 성적과 전국 

평가고사 결과 둘 다가 사용됩니다. 
 

특수 교육서비스와 심리학적 서비스(Special Education and Psychological Services)  
GCPS의 특수교육과 심리학적 서비스 부서에서는 3세 이상 장애 학생들의 교육적인 필요를 만족시키는데 주력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로서 조지아 교육부가 정한 적격성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GCPS에서는 평가(assessment)와 개입 (interventions)을 포함한 종합적인 특수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수 프로그램과 특수 서비스(Specialized Programs and Services) 
교육구는 타이틀 1, ESOL(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 대한 영어 교육), 특수 교육, 영재 교육 그리고 대안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광범위한 특수화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제한된 의료 서비스와 신체적으로 

약한 학생들을 위한 특수화된 간호 지원과 더불어 학생들의 정서적. 심리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학생 지도실(카운셀러), 

학교 사회 복지, 그리고 심리학적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카페테리아를 운영합니다.  어떤 프로그램과 서비스에는 적격성 요구조건이 있으며 혜택을 받기 위해 시험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본 책자에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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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ESOL) 
영어가 모국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학생들에게 그리고 영어가 부족하여 일반 교실에서의 수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영어 수업이 가능합니다. ESOL 수업은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그리고 쓰기를 가르칩니다. 
 

인성 교육(Character Education)  
귀넷 카운티 교육구는 모든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가르치도록 요구하는 조지아 의회(Georgia General Assembly)의 명령을 

지지합니다.  사회와 문화는 우리가 살고, 일하고, 배우는 방식을 이끄는 공통의 맥락을 통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 신념은 가정에서 배우고 지역 사회, 학교, 종교 기관, 그리고 청소년 서비스 그룹에서 강화됩니다.  이러한 기본 신조는 귀넷 

카운티 교사들이 가르치는 방식과 교육구의 가르치고 배우는 사업 운영 방식을 이끕니다.  인성 교육은 AKS 교과과정에 

철저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상담지도(Counseling and Advisement) 
카운셀러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 성취에 있어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카운셀러는 수업 중 지도, 소그룹 상담 및 개인 상담을 

통하여 학생들과의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합니다.  학생들의 삶에 필요한 기술들을 발전시켜서 성공적인 학교 생활이 되도록 

돕습니다.  귀넷 카운티 중학교 학생들은 지도 프로그램(advisement program)에 참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와 학생간의 의미 

있는 연결을 형성하여 학생의 향상된 학습성취를 가져옵니다.  학년별 프로그램은 학생의 각 발달 단계에서 다음 3가지 영역에 

있어서 고안되었으며 학생과 관련된 관심사를 다룹니다: 개인적인 기술 개발, 성공적인 학교 경험, 그리고 미래의 계획   

 

기술/정보 및 미디어 정보 해독력(Technology/Information & Media Literacy)  
학교의 미디어 프로그램은 자녀의 학습 성취에 이바지하고 자녀가 풍부한 정보 사회에서 살아가고 일하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제공가능한 교육자원에는 취미로서의 독서와 리서치를 위한 책과 잡지, 자료를 찾기 위한 온라인 카타로그 및 나이에 적합한 

온라인 교육자원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컴퓨터가 포함됩니다. GCPS 미디어 센터에서는 교수와 학습을 지원하고 평생의 독서를 

장려하는 조지아주 자격증을 갖춘 풀타임 미디어 전문교사가 여러분의 자녀를 도와줍니다. 미디어 전문교사는 여러분의 자녀가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분석, 평가, 해석하고 전달하는 것을 배우도록 돕기 위해 교사들과 협력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녀를 위해 “자녀와 함께 할” 10가지 일들  
• 주의 깊고, 파악하고, 함께 하는…자녀의 교육에 참여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 돌보고, 열심이고, 영향력 있는…자녀의 역할모델이 되십시오 

• 힘이 되고, 긍정적이며, 재미있는…자녀의 치어리더가 되십시오 

• 격려하고 함께 애쓰는…자녀의 파트너가 되십시오 

• 가르칠 수 있는 시간에 함께 해 줄…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교사가 되십시오 

• 참을성 있고, 수용적이며, 유연성 있는…다정한 비평가가 되십시오 

• 도움을 줄 준비가 되고 경험을 나누는…조력자가 되십시오  

• 말을 많이 하고, 듣고, 자녀와 연결된…좋은 의사전달자가 되십시오 

• 호기심 많은, 나누는, 함께 읽는…평생 학습자가 되십시오 

• 자녀와 자녀의 학교, 지역사회, 공교육을 위한…지지자가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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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관한 내용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는 학생이 교과과정을 습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학생의 성취를 측정합니다. 저희의 

평가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 경과를 모니터 하도록 도와줍니다.  평가 데이터와 평가 정보는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교사가 각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을 촉진하도록 목표가 있는 수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학생들이 7학년에서 보아야 하는 시험 
모든 7학년 학생들은 봄에 조지아주 학력 평가 시험(Criterion-Referenced Competency Tests, CRCT)을 봅니다. 
 
CRCT 
객관식 시험인 CRCT  는 조지아 주의 교과과정인, 조지아 성과 기준(The Georgia Performance Standards, GPS)에 근거해 

학생들이 7학년 말에 알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알고 할 수 있는 지를 측정합니다.  (귀넷 카운티의  AKS 

교과과정은 조지아주의 GPS 교과과정을 포함하며 초과합니다.)  7학년 학생들은 읽기, 영어(English/Language Arts), 수학, 과학 및 

사회 과목에 있어서 CRCT시험을 봅니다. 학생들은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 본 시험의 각 하위시험에서 학년 기준에 

도달하거나(meet) 또는 학년 기준을 초과해야(exceed)합니다.   

 
 

8학년으로의 진급에 관한 사항 
7학년학생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려면 다음 CRCT 하위시험에서 합격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읽기, 영어(English/Language Arts), 수학, 과학, 사회.*   

학생이 8학년으로 진급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여름학교에 출석하고 필요한 재시험을 볼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름학교를 다니고 재시험을 보고도 모든 진급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학생은 8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습니다.  대신 학생은 다음 학년에 과도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추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 유의: 특수교육 학생의 진급은 자신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에 의해 결정됩니다.  제한된 영어 능력(Limited English Proficiency, LEP)을 

가진 학생의 진급은 학생의  AKS 개입 및 조정 계획(Intervention and Modification Plan) 

또는 영어 학습자/시험 참여 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결정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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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년 학생들의 진급 요구조건에 관한 학부모/후견인 통지서 

아래에 서명하신 후 자녀의 교사에게 보내주십시오. 질문이 있으실 경우 자녀의 교사나                 

학교 책임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본인은 7학년에 등록한 본인의 자녀가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려면 다음 CRCT 하위시험에서 합격점수를 받아야 함을 이해합니다: 읽기, 

영어(English/Language Arts), 수학, 과학, 사회.  *자녀가  8학년으로 진급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여름학교에 출석하고 필요한 

재시험을 볼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름학교를 다니고 재시험을 보고도 모든 진급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학생은 8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습니다.  대신 학생은 다음 학년에 과도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추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 유의: 특수교육 학생의 진급은 자신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에 의해 결정됩니다.  제한된 영어 

능력(Limited English Proficiency, LEP)을 가진 학생의 진급은 학생의  AKS 개입 및 조정 계획(Intervention and Modification Plan) 또는 

영어 학습자/시험 참여 위원회(English Language Learner/Test Participation Committee)의 권고에 의해 결정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이름 (정확히 기입요)(Student Name) 부모 서명(Parent Signature)              날짜(Date)  

http://www.gwinnett.k12.ga.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