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의 귀넷의 

교과과정을 학문 지식과 기술(Academic 

Knowledge and Skills, AKS) 이라고 

부르며 이 AKS는  중학교 학생들의  

랭귀지 아트, 수학, 과학, 사회에 있어서 

조지아주에서 채택한 조지아 

우수기준(Georgia Standards of 

Excellence, GSE)과 부합됩니다.  귀넷의 

AKS는 다가오는 국제 경쟁 시대에 대비해 

대학 진학과 21세기 취업에 대해 학생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엄격한 교육 과정 

입니다.   

각 학년의 AKS는 학생들이 그 학년 또는 

과목에서 알아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하는 

주요 내용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AKS는 교사들이 풍부한 학습 경험을 

구축할 튼튼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교사들은 AKS를 가르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에 맞게 배우도록 하기 

위해 교과과정 안내서, 테크놀로지, 

그리고 교육자료들을 사용합니다. 

 

학문 지식과 기술(AKS)은 아래와 같은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의 사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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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 수준을 능가하는 향상을 

가져오는데 있습니다.  

 

귀댁 학생이 6학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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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6학년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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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귀지 아트(Language Arts) 

읽고 쓰기를 배우는 것은 모든 학습의 기초입니다.  6학년에서는 학생이 모든 교과목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읽기와 쓰기 기술을 

배웁니다.  특히 문학적(픽션) 그리고 정보적 (논 픽션) 문장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정확하고 알맞은 속도로 표현력 있게 읽는 

것에 집중합니다.  6학년 학생들은 모든 수업에 있어서 수업활동의 일부로서 학교에서 하루 종일 읽기와 작문 기술을 

사용합니다.  AKS는 기술 과목을 포함한 전 과목에 걸쳐 문학 능력을 강화시켜줍니다. 

 

6학년 말까지 모든 학생들이 다음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교과서와 수업활동에 있어서 유창하게 읽고 읽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단어, 단어들의 패턴,   

      단어의 의미를 사용한다; 

 작문시 학년에 적합한 언어 능력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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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을 위한 최선의 교수 방법, 교수 전략 및 교수 자료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원칙들을 따릅니다: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 것은 다양한 측면을 가진 복잡한 과정이다. 

 읽기와 쓰기는 모든 과목 – 랭귀지아트, 수학, 과학, 사회 및 연관과목 수업(Connections Classes)에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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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의미한다. 

 읽기와 쓰기는 듣기와 말하기로부터 생기는 서로 연결된 의사전달의 형태이다.  

 읽기나 쓰기를 가르치는데 “한가지 길” 이란 없으며 교사들은 각 학생을 가르치는데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략들을 

포함시킨다. 

 읽고 쓰기를 배우는 것은 발달 진행 단계와 더불어 일어난다. 

 모든 학생들은 수준별 지도를 통해 이러한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읽고 쓰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각 학생의 아동발달 단계를 아는 것은 교사가 학생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계획을 세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준다. 

 학생들은 모든 교과 영역에 있어서 풍부한 문학적 환경에 둘러싸여야 한다. 

 학생의 나이나 학년에 상관없이 매일 누군가가 학생에게, 학생이 누군가와 함께, 그리고 학생이 누군가에게 읽고 써야 한다. 

 매일 학생들은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읽고 쓸 기회를 가져야 한다.  

 

말하기, 듣기 

6학년 학생들은 친구나 어른들과의 교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를 통한 의사전달을 위해 읽고 씁니다. 그들은 대중 매체의 

자원에대한 비판적 독자와 시청자가 되기위해 노력합니다.  학생들은 자신감 있는 의사전달자가 되기 위해 그룹 활동, 발표, 

그리고 멀티미디어 시청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갖습니다.  

 

읽기  

6학년 학생들은 문학적인 글과 정보를 주는 글 둘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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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학년에서는 자신이 읽은 글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정확하고 

능숙하게 제 학년 수준의 문장들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랭귀지 (문법, 철자, 어휘력) 

학년말까지 학생들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에서 기본적 영어에 대한 구사력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제공된 문장을 

바탕으로 단어들에 대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제 학년에 맞는 학문적 어휘들을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작문 

학생들은 명확한 아이디어와 잘 짜인 구조로 서술적, 정보적 그리고 논쟁적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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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독서작문력 향상을 위해 부모님께 드리는 조언 
 

• 평범한 미국의 학생들은 매일 수 시간을 전자 미디어(TV, 컴퓨터, 각종 게임)에 소비하지만 독서는 하루에 겨우 몇 분만 

한다고 합니다.  6학년 자녀를 위해 매일 독서 시간을 적어도 15-30분 따로 떼어놓도록 하십시오.  

• 자녀가 독서를 꺼린다면 자신이 특히 흥미를 느끼는 내용과 관련된 책이나 자료를 선택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책, 패션 잡지, 

스포츠 관련 글, 또는 만화소설이든 상관없이 독서는 독서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학(Mathematics) 

 
수학 수업시간에 학생들은 자신감 있고 능숙한 문제 해결자로 자라납니다. 수학이 어떻게 실제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배워 

가며 숫자의 이해와 사용을 발전시킵니다.  배운 것을 상황에 적용하면서 학생들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개발합니다.   

 

6 학년 수학 교과과정은 숫자 체계, 비율과 비례의 관계, 기하, 통계와 확률의 이해를 발달시키고 식과 방정식에 집중합니다.  

6 학년 말까지는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유리수 체계를 포함시키기위해 이전에 배운 숫자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적용한다; 

• 비율의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기위해 비율 추론을 사용한다;  

• 한개의 변수를 가진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를 풀고 추론한다; 

•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양적 관계를 분석하고 설명한다; 

• 분수를 분수로 나누기 위해 기존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적용한다; 

• 통계적 변수의 이해를 발전시킨다; 

• 분포를 요약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 면적, 표면적, 그리고 부피를 포함한 실제 삶과 관련된 문제를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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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한, 말/글, 숫자적/데이터에 근거한, 그래픽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것과 같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학생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래프를 적용합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수학에 관한 조언 

 

• 자녀가 새로운 게임이나 씨디를 눈여겨본다면 그 제품이 10%, 25%, 또는 50% 할인 가격에 세일을 한다면 얼마나 돈을 

아낄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자녀가 용돈을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물건 구입을 세일 때까지 미루려 할 수도 있습니다!) 

• 자녀에게 두 사이즈로 파는 물건이 있을 때 전체 가격과 단위당(예를 들면 온스나 파운드별로) 가격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싸게 사는 것인지 결정해보라고 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학(Science)  
 

6학년 학생들은 직접 해보는 접근을 통해 지구과학을 탐구합니다.  학생들은 지구과학의 많은 분야의 개념들을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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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과학과 엔지니어링 학습 

6학년 학생들은 과학적 진행 기술을 사용합니다.  질문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자신의 설명을 전달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발견한 바에 근거해서 조사를 수정합니다.  6학년에서는 안전한 실험을 강조합니다.  학생들은 과학적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과학적 연구의 가치를 배웁니다.  

 

지구과학의 종류 

천문학(Astronomy) 

6학년 학생들은 해, 지구, 달의 상대적 위치의 효과를 공부합니다.  태양계의 구성요소를 탐구하고 별들과 항성계(star system)를 

파악하고 분류합니다.  6학년 학생들은 우주의 형성에 관한 최근의 과학적 관점들을 분석하고 그러한 관점들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토론합니다.  

 

수문학과 기상학(Hydrology and Meteorology) 

6학년 학생들은 지구의 변천에 있어서 물의 역할 – 대기의 상태; 하계; 배수; 파도, 해류, 조류 – 을 분석합니다.  학생들은 육지와 

바다의 분포가 어떻게 기후와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합니다.  기상도를 해석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일기 현상의 종류를 

조사하고, 일기예보를 이해합니다.   

 

지질학, 고생물학, 생태학(Geology, Paleontology, and Ecology) 

학생들은 지구 표면의 구성요소와 형성과정과 세월에 따른 점차적인 변화를 공부합니다. 지구의 지질학적 역사를 공부합니다. 

변화하는 생물 형태의 역사를 조사하기 위해 화석의 모델을 사용합니다. 

 

 학부모님들을 위한 과학에 관한 조언 

 

 몇 달에 걸쳐 자녀가 밤하늘을 관찰하고 일지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보십시오. 날짜와 시간, 달의 모양과 크기, 

하늘에서의 위치 등을 기록하도록 하십시오.  자녀가 일지에 달의 도표를 그리고 달 주위 어디에 별들이 있는지 

표시하도록 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회(Social Studies) 

 

GCPS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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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어떻게 신념과 아이디어가 의사결정과 법에 영향을 주고, 갈등이 변화를 가져오고, 행동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사람들의 움직임과 아이디어의 전파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해석력/우리가 사는 곳/개인의 재정 

6학년 학생들은 지도상의 정보를 비교하는데 있어 결론을 도출하고 일반화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일관성과 관련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와 도표를 분석합니다.  개인의 재무 관리를 위한 선택사항들을 설명합니다. 

 

글로벌 사회 

중학교 학생들은 세계의 도전들을 검토합니다.  6학년 학생들은 유럽, 캐나다,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호주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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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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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부모님께 드리는 조언 

 

• 자녀가 공부하고 있는 지역에 관한 문화축제나 문화 행사가 열리는지 보시고 기회가 되면 자녀와 참석하십시오. 

• 자녀가 신문이나 온라인 상에 있는 세계의 뉴스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무역분쟁이나 지역분쟁과 같이 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녀와 대화를 나누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건과 체육 연관과목(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Connections)  

매년 중학교 학생들은 보건 수업, 한 학기와 체육 수업, 한 학기를 연관과목 수업(Connections classes)으로 듣도록 권장 

받습니다.  

 

보건 

보건 시간에 학생들은 어떻게 건강한 생활을 하고 질병과 상해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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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숙해가는 청소년으로서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을 때 건전한 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개발합니다.  

 

6학년 학생들은 개인적인 건강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사춘기와 연관된 위생에 대한 사항들을 이해합니다.  학생들은 비전염성 

질병의 예방, 발견, 통제에 대해 배웁니다. 담배, 마리화나, 그리고 흡입제가 신체 기관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에 대해 분석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그러한 물질의 사용과 관련된 대중매체의 영향과 해당 학교의 정책, 법규들을 살펴봅니다. 건강한 

식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분석하고 건강한 선택들을 살펴봅니다.  갈등해결 기술을 보입니다.  위험 인자들을 평가하고 타당한 

의사결정을 살펴봅니다.  6학년 학생들은 성활동과 또래 집단의 압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식합니다.  성병(STDs)에 대해 

배우고 성병과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봅니다.  생식계와 내분비계 그리고 생식의 과정은 6학년 교과과정의 

일부입니다. 



  
 

체육 

체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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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단련을 촉진합니다.   성장기 동안의 신체변화와 해부학적 변화를 이해합니다. 

  

체육 시간에 6학년 학생들은 신체단련의 개념을 배우고 신체 단련 평가에 참여합니다.  학생의 스케쥴에 따라, 체육평가 

리포트를 그 학년에 학부모님께 보내드릴 것 입니다. 6학년 학생들은 신체 활동이 어떻게 자신의 건강을 강화시키는지 

배웁니다.  학생들은 여러 물체를 던지고, 받고, 차고 때리는 것과 같은 동작과 운동 기술을 개발합니다.  6학년 학생들은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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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술, 학문 및 직업, 기술 관련 연관과목들(Fine Arts, Academic, and Career and 

Technical Connections) 
연관과목 프로그램(Connections Program)을 통해, 중학교 학생들은 핵심 학습 영역 외의 학습 분야를 공부합니다. 각 분기별로 

(9주로 이루어지는 분기) 학생들은 2개의 연관과목 수업을 듣습니다.  학교마다 택할 수 있는 연관과목의 옵션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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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음악을 경험할 많은 다양한 기회를 갖습니다.  밴드, 코러스, 일반 음악, 기타, 피아노, 음악 테크놀로지 

또는 오케스트라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음악수업은 전 학년에서 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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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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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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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적 요소와 원리를 사용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갖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각예술에 있어서의 경험은 학생의 수학적 성취, 분석적 추론 능력, 그리고 기타 학습 기술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무대 예술 

학생들은 연기와 즉흥극을 배웁니다.  연기의 기초적인 테크닉과 인물 설정과 발성 그리고 공연과 대본 작성 등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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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하고 무대예술 관련 클럽과 워크샵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댄스 

몇 몇 귀넷 카운티 중학교에서는 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동작, 신체 단련과 건강에 대해 배우도록 

권장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정기적인 공연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생들은 초보단계와 상급 

단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러한 기술들을 배우도록 권합니다.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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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주짜리 수업으로 제공합니다.  

 

저널리즘 

작문 중심의 저널리즘 코스는 학생들을 다양한 대중매체 형태에 노출시킵니다.  학생들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의사전달을 하는 

기술을 배웁니다.  본 교과과정은 6학년 랭귀지아트(Language Arts) 실력에 상당히 의존합니다.  본 수업은 출판의 기준, 저널리즘 

윤리에 관한 지식, 그리고 저널리즘 관련 경력을 쌓을 기회 등을 다룹니다.  

 

직업과 기술 교육 

직업과 기술 교육 연관과목 수업들은 중학교 학생들이 대학과 직업 선택 옵션들에 대해 알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코스들은 

탐색적인 성격을 띄며 학생들이 자신이 흥미 있는 직종이나 분야를 알 수 있습니다. 각 코스는 직접 해보는, 현실 세계 

프로젝트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진로들을 소개합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와 그 이후 삶에서의 성공을 위한 

전이 가능한 기술들을 배웁니다. 자녀의 중학교에서 제공하는 연관과목들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비지니스 행정과 재정(Business Administration and Finance) 

•    직업 커넥션(Career Connections) 

•    컴퓨터 과학(Computer Science) 

•    공학과 기술(Engineering and Technology) 

•    가족및 소비자 과학(Family and Consumer Science) 

•    쥬니어 리더쉽 수업(Junior Leadership Corps) 

•    마케팅(Marketing) 

 

기타 연관과목 수강의 기회 

학교마다 제공하는 연관과목은 다릅니다.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아래 수업과 그 외 다른 수업들도 제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학급 리더쉽(Peer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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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Research) 

• 학습의 기술(Study Skills) 

 

학생 포털 정보(Student Portal Information)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의 학생 포털을 MYeCLASS라고 합니다. 학생 포털은 온라인 

작업환경을 통해 학생들에게 온라인 과목 페이지; 각 학생의 시간표 대로 개인별 선택된 

디지털 교과서들;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것들을 지원해 줄 웹싸이트의 링크, 

학생/학부모 안내책자와 같은 추가적인 리소스; 온라인 리서치 도서관; 미디어 카다로그; 

일반 검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전자 도서; 그리고 학생들의 성적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GCPS 학생 고유번호와 학년 초에 만든 패스워드를 이용해 MYeCLASS 

에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MYeCLASS 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 합니다. 

 www.gcpsk12.org 상의 GCPS 홈 페이지에서 링크를 찾아보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ww.gcpsk12.org


  
 

 

 
 

  특수 교육과 심리학적 서비스(Special Education and Psychological Services)  

GCPS의 특수교육과 심리학적 서비스 부서에서는 3세 이상 장애 학생들의 교육적인 필요를 만족시키는데 주력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조지아 교육부가 정한 적격성 요구조건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합니다.  GCPS에서는 

평가(assessment)와 개입 (interventions)을 포함한 총체적인 특수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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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내용으로 귀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재 교육 수업은 GCPS의 AKS 

교과과정의 확장된 경험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사고 전략과 생각의 움직임을 개발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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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ESOL) 

영어가 모국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학생들과 영어가 아직 능숙하지않은 학생들에게는 숙달될때까지 ESOL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SOL 수업은 사회적이고 교육적 언어 부문의 듣기, 말하기, 읽기, 그리고 쓰기에대한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랭귀지아트, 수학, 과학과 사회 과목들의 학문적 언어도 개발시킵니다.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공인된 

자격을 갖춘 전문 교사에게 지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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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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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학생들을 위한 제한된 의료 서비스와 

의료적으로 유약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 간호 지원과 더불어 학생들의 정서적, 정신적 필요를위해 학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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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지도와 상담(Advisement and Counseling) 

카운셀러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 성취에 있어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카운셀러들은 학급에서의 핵심 수업, 소그룹 상담 및 

개인 상담을 통한 학생들에게 종합적 데이터 방식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와 더불어, 카운셀링 프로그램은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후를 계획하고 직업을 갖도록 준비시키는데 집중합니다. 카운셀러들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와 직업을 준비하고 사회적/정서적 삶의 기술들을 개발하고 성공적인 학교 경험을 하도록 돕습니다.  귀넷 

카운티 중학교 학생들은 지도 프로그램(advisement program)에 참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른들과 학생들간의 의미 있는 유대를 

형성하여 학생의 학습성취, 취업과 고등학교 이후에 관한 플랜 수립, 사회적/정서적 학습의 영역에서의 성공을 고취합니다.  학년별 

수업에서는 지도의 4가지 핵심인 - 관계(Relationships), 존중(Respect), 극복력(Resiliency), 직업(Careers) – 을 중심으로 디자인된 

관련 개념들을 가르칩니다. 

 

 기술/정보 및 대중매체 정보 해독력(Technology/Information and Media Literacy)  

학교의 미디어 프로그램은 자녀의 학습 성취에 이바지하고 자녀가 풍부한 정보 사회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GCPS 의 모든 미디어 센터는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읽기를 학생의 학습, 개인적 성장, 그리고 즐거움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장려하는, 조지아주 자격증을 갖춘 풀타임 미디어 전문교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디어 센터는 지역 공동체와 연관된 

여러 포멧의 최신, 양질의 자료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디지털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배우며 학생들에게는 가정과 

학교에서 GCPS 기준과 병행하는 온라인 자원 접속이 제공됩니다. 미디어 센터는 많은 학생들을 위한 수업, 소그룹 협력및 학생 

개인의 탐험과 발견을 위해 사용되도록 유연성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자녀와 함께 할” 10가지 일들  

 

• 주의를 기울이고, 파악하고, 함께하는…자녀의 교육에 참여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 돌보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영향력 있는…자녀의 롤모델이 되십시오. 

• 힘이 되고, 긍정적이며, 재미있는…자녀의 치어리더가 되십시오 

• 격려하고 협력하는…자녀의 파트너가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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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을성 있고, 수용적이며, 유연한…다정한 비평가가 되십시오 

• 도움을 줄 준비가 되고 경험을 나누는…조력자가 되십시오 

• 말하고, 듣고, 자녀와 연결된…좋은 의사전달자가 되십시오  

• 탐구심 많은, 나누고, 함께 읽는…평생 학습자가 되십시오 

• 자녀와 자녀의 학교, 지역사회, 공교육의 옹호자가 되십시오. 

 

 

 

 

 

 

 

 

 

 



  
 

시험에 관한 정보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는 학생이 AKS 교과과정을 습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학생의 성취를 

측정합니다. 학생들은 학급, 카운티 교육구, 주 정부의 시험에 참여합니다.  귀넷 카운티 교육구의 평가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 경과를 모니터 하도록 도와줍니다. 평가 데이터와 평가 정보는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초점은 교사가 각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을 촉진하는 학생 각 자를 위한 목표 있는 학습지도를 계획하도록 해줍니다. 

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교사가 각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을 촉진하도록 학생 각 자를 위한 목표가 있는 

학생들이 6학년에서 보아야 하는 시험 

조지아 교육부는 종합 평가 프로그램인 조지아 마일스톤 평가 시스템(Georgia Milestones)을 실시합니다. 6학년 학생들은 

랭귀지 아트, 수학에 있어 학년말 평가 시험 (end-of-grade assessment) 을 봅니다.  

GCPS 웹싸이트를 보시거나 학생의 교사에게 본 시험에 대해 문의 하십시오.  

 

조지아 교육부는 연방 평가 요구조건의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따른    

조지아주 평가 프로그램 변경 발생시 이를 가족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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