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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배정 검토 - 6학년으로 올라 가는 학생들 
 
학생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워드 카운티 공립 학교 시스템의 목표는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도전적인 과목들을 
수강함으로 평생 학습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G/T 배정 위원회의 추천은 수업 시 수행, 학생들의 
관심 표명, 그리고 표준화 측정치의 결과 등 다양한 기준들을 근거로 합니다.  
 
이 양식은 부모/가디언이 G/T 배정 위원회 그리고/또는 교사의 추천과는 다른 과목 배정을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 부모님/가디언은 현재 교사 그리고/또는 G/T 자원 교사와 과목 추천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 위원회 추천/교사의 
근거를 이해할 것을 제안합니다.주지 사항: 만약 학생이 수학 6에 등록하도록 추천을 받았으나 예비-대수 G/T 
배정을 요청하기 원하면, 배정 요청을 위해 초등학교 G/T 자원 교사와의 면담이 필요합니다.  

❏ 과목과 교과과정의 기대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중학교 카탈로그 (http://www.hcpss.org/academics/)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G/T 과목 기대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이 양식 뒷면에 실려 있습니다. G/T 과목 기대치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부모님/가디언은 G/T 자원 교사와 과목 배정 검토에 대한 논의를 가져야 합니다. 

❏ 학생과 부모님/가디언은 시간표의 제한으로 다른 과목으로의 이동은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과목에서의 수준 변경은 과목 중간 지점까지만 허용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 8020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교내의 G/T 배정 위원회 그리고/또는 교사의 추천과는 다른 배정을 요청하기 원하시면, 과목 배정 검토서를 
2023년 2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십시오. 이 날짜까지 접수된 서류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이 날짜 
이후의 요청은 자리가 생길 때 조정될 것입니다. 
 

부모/가디언 신청서 
 

교사의 추천 부모/가디언의 요청 

추천 과목 번호  추천 과목명 요청 과목 번호  요청 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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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 과목 기대치 
 
과목 배정 검토서를 작성하기 전에, 중학교 G/T 과목들에 대한 다음의 기대치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대수 G/T - MA-303-1 

● 5학년에서 제학년 수준 수학에 등록되었던 학생들은 예비-대수 G/T 과목을 6학년 때 
시작하기 전에 다음 과목들에서의 수학적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수학 6 - http://hcpssfamilymath.weebly.com/math-6-gr-6.html 
○ 수학 7 - http://hcpssfamilymath.weebly.com/math-7-gr-67.html 

● 5학년에서 윗 학년 수준 수학에 등록되었던 학생들은 예비-대수 G/T 과목을 6학년 때 
시작하기 전에 수학 7에서의 수학적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G/T 수학에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은 예비-대수 G/T보다는 윗 학년 수준인 수학 7 수업 (MA-
201-1)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어 G/T - LA-102-1 
지리와 세계의 문화 G/T - SO-101-1  
지구 과학 G/T - SC-105-1 

● 영어, 사회, 그리고 과학 G/T에 등록된 학생들은 다음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자질이 요구될 
것입니다: 

○ 해석과 분석 
○ 고급 개념에 대한 이해와 응용 
○ 작문력 (논증 전개, 증거 인용, 문장 구조 변형) 

● 이 시점에 G/T 과목들에 배정 추천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6학년 일반 수업 기간 중에 이러한 
기술을 더욱 개발할 것입니다. 

 
이 양식에 서명함으로 나는 이 배정이 배정 위원회의 추천과 일치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G/T 과목 
기대치를 읽고 인정했음을 확인합니다. 요청한 과목이 타당한 수업 지원과 함께 계속 적합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의 수업 진전 상황을 점검할 것입니다. 시간표의 제한으로 인해 다른 과목으로의 
이동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준 변경은 과목의 중간 지점까지만 허용됨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정책 8020을 참고합니다. 
 
 
부모/가디언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 
교장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 
 
G/T 자원 교사 서명 (현재 수학 6 등록 추천을 받았으나 예비-대수 G/T 에 배정을 요청하는 학생을 
위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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