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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 학사연도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초등학교 진급기준 

킨더가든 

1학년으로의 진급                                                                                                                 

1학년으로 진급하려면 반드시 킨더가든 AKS(학문지식과 기술) 교과과정 표준에 대한 능숙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1학년에 진급할 준비가 되었는지는 학생의 학급 성적과, 평가, 그리고/또는 학교의 학생 

지원팀(SST)의 조언에 의해 결정됩니다.                                                                                                                                     

1 학년 

2학년으로의 진급                                                                                                                  

2학년으로 진급하려면 반드시 1학년 AKS 교과과정 표준에 대한 능숙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2학년에 진급할 

준비가 되었는지는 학생의 학급 성적과, 평가, 그리고/또는 학교의 학생 지원팀의 조언에 의해 결정됩니다.            

2 학년 

3학년으로의 진급                                                                                                                 

3학년으로 진급하려면 반드시 2학년 AKS 교과과정 표준에 대한 능숙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3학년에 진급할 

준비가 되었는지는 학생의 학급 성적과, 평가, 그리고/또는 학교의 학생 지원팀의 조언에 의해 결정됩니다.          

3 학년 

4 학년으로의 진급                                                                                                                 

4 학년으로 진급하려면 3 학년 조지아 마일스톤 학년말 고사(Georgia Milestones End of Grade (EOG) 

Assessment)의 영어 랭귀지 아트(English Language Arts) 영역에서 학년 기대치(Grade Level) 이상의 

읽기(reading)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서머스쿨을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도움을 받을 기회를 갖고 서머스쿨을 마친후 재시험을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4 학년에서의 성공적인 학습에 필요한 AKS 를 갖추어야 합니다.  

조지아 마일스톤 학년말 고사의 영어 랭귀지 아트의 읽기 부분에서 학년 기대치(Grade Level) 이상의 

실력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3 학년 내내 읽기 평균 점수가 70 이상이었던 학생은 4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4 학년 

5학년으로의 진급                                                                                                                 

5학년으로 진급하려면 4학년 내내 읽기와 수학 평균 점수가 70 이상이어야 하고 과학과 사회과목에 있어서 

5학년에서의 성공적인 학습에 필요한 AKS를 갖추어야 합니다.                                                              

5 학년 

6학년으로의 진급                                                                                                                 

6학년으로 진급하려면 5학년 조지아 마일스톤 학년말 고사의 영어 랭귀지 아트(English Language Arts) 

영역에서 학년 기대치(Grade Level) 이상의 읽기(reading) 점수를 받아야 하며 또한 같은 시험의 수학 

영역에서 발전하고 있음(Developing)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조지아주의 이러한 진급 요구조건중 

하나에라도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서머스쿨을 마친후 재시험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시험의 읽기(Reading) 부분에서 학년 기대치 실력을 보이지 못하고/또는 수학에서 발전하고 

있음(Developing) 이상의 점수를 받지는 못했지만 상응하는 (읽기 또는 수학) 수업에서 5학년 내내 평균 

점수가 70 이상이었던 학생은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유의: 영어학습자(English Learner, EL) 또는 제한된 영어 능숙도를 지닌 학생(student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cy, LEP)의 

진급은 영어 학습자용 숙달 계획서(English Learner Proficiency Plan)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