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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IQA-RA, IQB‑ RA, IQD, IQD-RB, JEE 
책임 사무실: Office of Teaching, Learning, and Schools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학업 자격 요건
Academic Eligibility for High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 in 

Interscholastic Athletics 

I. 목적

학교 대항 운동경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구 차원의 학업 적격성 지침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II. 배경

이 규정은 Montgomery 카운티 Education Association 과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간에 협의 조정된 동의에 명시된 운동 비용 과외활동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학업 적격성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고등학교에서 공개 등록을 통한 기타 운동 외 활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학업 적격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을 예상합니다. 

III. 정의

A. 학업 적격성을 요구하는 운동 활동(Athletic Activities Requiring Academic 
Eligibility)은 Montgomery 카운티 Education Association과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간에 협의조정(Negotiated Agreement Between the Montgomery 
County Education Association and the Board of Education of Montgomery 
County)의 운동비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의를 나열한 것입니다. 

B. 2.0 평균(2.0 Average)은 이전 성적기간 동안의 학생의 예정된 모든 수업의 
최소 성적 평균입니다. 이는 학생의 전체 성적평균(Grade Point Average-
GPA)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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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낙제 학점(Failing Grade) 은 E 와 NC 를 포함한, 수용할 수 없는 성적을 
의미합니다. 

 
D. 학점 없음(No Credit-NC)은 학생의 학업수행 수준이 허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CR‑ NC 과목에만 해당) 
 
E. 다시간 과목(Multihour Course)은 한 학기에 ½학점 이상을 받는 1시간 이상의 

코스입니다.  예로는 인턴십,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 두 교시가 필요한 대학 
선이수 과목(Advanced Placement-AP)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F. 유효 기간(Eligibility Period)은 성적표가 발급된 날부터 다음 성적표가 

발급되는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IV. 행정절차 
 

A. 적격 여부 
 

1. 이전 성적평가기간 중, 한 번 이내의 낙제 점수를 포함하여 평균이 
2.0 인 학생은 다음 성적 산출기간 동안 경기에 참여 또는 연습에 
참여할 수 있는 학업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요건 충족은 
고등학교 첫해 4 분기 성적산출 기간부터 처음으로 적용되어 모든 
고등학교에서 2년째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시간 과목(multi-hour course)은 한 과목으로 관주합니다. 채점기간 
성적의 평균을 계산할 때, 다시간과목의 성적은 과목이 제공되는 각 
시기를 1 회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과정이 3 학기 과정인 경우, 
성적은 평가기간 성적평균을 결정할 때, 3 회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간 과목의 문자등급은 성적표에 한 번만 표시됩니다. 
 

2. 법적으로 인정된 결석에 따라 미완료(incomplete)로 보고된 성적은 
변경될 때까지 통과 성적으로 간주됩니다.  성적표가 발부된 후,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통과 등급으로 변경되지 않은 미완료 성적은 
변경될 때까지는 적격성 목적에 따라 낙제 등급으로 간주됩니다. 

 
3. 학생의 과목 취소(Withdrawal) 

 
a) 학생은 과목 시작 후 25 일 미만일 경우 벌칙이나 기록 없이 

과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b) 학생은 학업 적격성을 위해, 성적에 관계없이 25일의 삭제/추가 

마감일 이후에 한 과목 이상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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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학생이 25 일 이후에 한 과목을 취소할 경우, 학생은 과목을 
취소할 경우의 성적을 받게 되며, 이 성적은 학업 적격성 
목적만을 위해 다음 성적산출기간에 반영됩니다.  

 
4. 학생이 성적표 작 산출기간의 25 일 이후에 MCPS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경우, 자퇴 당시 학생이 취득한 성적은 스포츠 시즌에 대한 
학업 적격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5. 학생이 MCPS 고등학교에서 MCPS 고등학교가 아닌 고등학교로 

전학한 후, 다시 MCPS로 재입학하는 경우, 해당 학생이 MCPS가 아닌 
고등학교에 전체 성적산출기간의 최소 1 년 이상 재학한 경우에는 
MCPS 고등학교가 아닌 학교의 성적이 학업 적격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학생이 MCPS 학교가 아닌 학교에서 최소 한 번의 
성적산출기간을 마치지 않은 경우, 학생이 마지막으로 다녔던 MCPS 
고등학교의 성적이 적격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6. 성적표가 발행되는 날, 각 스포츠 전문가 또는 코치는 학생의 적격성을 

확인합니다.  
 
7. 한 두 과목만을 수강하는 학생은 각 과목을 통과하고 평균 2.0 을 

유지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8. 고등학교 첫 해 마지막(4차) 성적 산출기간에 하나 이상의 낙제와 함께 

평균 2.0 점을 유지하지 못한 고등학생은 가을 시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학생은 여름학교에서의 과목 재수강을 통해 "D" 또는 낙제 
학점을 받은 과목의 1/4 성적산출기간 분의 성적만을 대체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름학교에서 학생이 "D" 또는 낙제 성적을 받은 과목의 
4 차 성적산출기간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학생은 동일한 과목 
영역에서 다른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과목 영역의 
과목이 없을 경우, 학생과 학생 카운슬러는 적절한 대안 과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안 과목의 여름학기 성적은 4 차 성적 
산출기간의 가장 낮은 과목 성적을 대체하게 되며, 이는 학생의 자격 
상태를 결정에 적용됩니다.  이 대체 과목은 적격성 결정만을 위한 
목적으로 대체됩니다. 취득한 학점은 수강한 과목에 따라 적용됩니다. 

 
B. 예외 

 
1. MCPS 고등학교에 처음 등록한 학생은 등록과 동시에 고등학교 1학년 

동안 자동으로 학업 자격이 부여됩니다.  적격 여부는 IV.A.1.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각 성적 산출기간 말에 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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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지에 따른 학군에 외의 학교로의 전학(Change of School 
Assignment-COSA) 승인을 받은 고등학생은 Montgomery County Board 
of Education Policy JEE, Student Transfers 에 책정된 바에 따라 추가 
자격항목이 적용됩니다.   

 
3. 비학점 과정의 불만족스러운 평가는 학생 자격 요건 미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 학교의 책임 
 

1. 학교는 모든 학생을 위한 학교 대항 운동경기를 포함한 학과 외 활동에 
참여할 기회 리스트를 학생, 학부모/후견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 학교는 학생의 계약, 개인지도 프로그램, 멘토링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학업지원 수업 및 상담, 학교 수업 중과 방과후 스터디 홀, 아웃리치 
프로그램과/또는 기타 프로그램과 같은 학생들이 학업 적격성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도록 돕기는 광범위한 활동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학교는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능을 개발해야 

합니다. 
 
 
관련자료: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06.03.01 와 .02 
 
규정 변경사:: 1986년 8월 새 규정; 1986년 12월 갱신; 1996년 12월 18일 갱신; 1006년 6월 20일 갱신; 2020년 5월 12일 
갱신; 2021년 10월 8일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