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의 수학 과정을 선택하세요
조지아 교육부(GaDOE) 표준에 맞춘 GCPS 수학 교과과정은 학생 개개인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될 수학 과정을 선택하고 각자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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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이름은 GCPS 코스 목록에 따라 영어로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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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과정의 순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새로운 수학 과정 순서는 GCPS 학생들이 현재 받고 있는 

수학 코스와 어떻게 다릅니까? 

현재 수학 과정의 순서에 맞춰 학생들은 6학년에서 

Standard(표준) 또는 Accelerated(속성) 과정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고등학교 코스를 계획하게 됩니다. 새로운 수학 

과정의 순서에 따라 자신의 목표에 가장 적합한 과정을 

고등학교에서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학생들에게 

주어집니다. 

새로운 순서로 인해 K–5 학생들이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요. K-5학년의 수학 과정의 순서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내 아이의 진로 목표에 가장 적합한 과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수학 과정은 학생들 각자의 고등교육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STEM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12학년 또는 그 이전까지 Calculus를 받는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로를 고려하는 것 외에도 

대학별로 특정 수학 코스에 대한 입학 요건이 다를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목표에 가장 

적합한 수학 과정이 무엇인지 학교 카운슬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Accelerated(속성)” 과정과 “Enhanced(고급)” 과정은 

어떻게 다릅니까? 

Accelerated 수학 코스에 등록할 경우, 한 학년도 동안 약 1년 

반 분량을 공부하게 됩니다. AKS에는 학년 수준의 내용과 

AKS에 적절한 상위 학년 수준의 내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Enhanced 수학 과정을 들을 경우, 1년 내에 두 개의 전체 

수학 코스를 배우게 됩니다. 예로, Enhanced Grade 8 and 

Algebra: Concepts and Connections에 등록한 학생은 8학년 

수학 전체와 Algebra: Concepts and Connections 전체를 받게 

됩니다. 

7학년 때 선택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학생을 위한 과정이 

선택됩니까? 누가 그 선택을 하고 어떻게 결정합니까? 

해당 지역 학교에서 학부모와 협의하여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수학 과정을 배정할 것입니다. 이 권장사항은 

학생의 수학 수업 성취도, 마일스톤 데이터, Universal 

Screener 데이터 및 교사의 평가를 고려합니다. 

8학년 전에 과정을 선택할 기회를 놓친 경우, 다시 

선택하려면 9학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학생들은 8학년 때 선택한 과정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수학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됩니다. 

8학년 때 8학년 수학을 선택한 경우, 10학년 때 다른 

고등학교 4학년 수학 코스 또는 Calculus 과정 선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Algebra: Concepts and Connections 및 

Geometry: Concepts and Connections를 마칠 것입니다. 

8학년에 Enhanced Grade 8 and Algebra: Concepts and 

Connections를 마친 학생은 9학년에 Advanced Algebra: 

Concepts and Connections를 선택할지, 또는 Enhanced 

Advanced Algebra and Precalculus: Concepts and 

Connections를 선택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학생들은 12학년 또는 11학년에 Calculus를 받을지 결정할 

것입니다. 

제 아이는 수학을 힘들어해서 이러한 옵션들이 다 너무 

고급 과정 같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조지아에서 졸업하려면 Algebra: Concepts & Connections, 

Geometry: Concepts & Connections, Advanced Algebra: 

Concepts & Connections, 그리고 추가로 하나의 고등학교 

4학년 수학 코스를 마쳐야 합니다. 학생은 해당 지역 학교 

카운슬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고등교육 관심사에 가장 

적합한 고등학교 4학년 수학 코스와 더불어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충 교육과정 옵션과 개인 

지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Enhanced 과정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봐야 합니까? 

아니요. 학생이 Enhanced 코스 과정을 받아도 되는지 

결정하기 위해, 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와 상의하고 학생의 

수업 성취도, 마일스톤 및 Universal 

Screener 데이터 그리고 교사 의견을 사용할 것입니다. 

선택한 과목이 따라가기 너무 어려운 경우, 다시 과정을 

바꿀 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학생이 현재 수학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 

학교에 요청하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교사는 학습 요구사항을 가장 잘 처리하고 적절한 배정 및 

도움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수학 과정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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