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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REGULATION
관련 항목:
책임 사무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IED, IKA, IKA-RA, IOA, IOA-RA, ISB‑RA, JNA, JNA-RA, JOA-RA
Chief of Teaching, Learning, and Schools; Chief of Strategic Initiatives

학점과 가중 평균 학점
Grade Point Averages/GPA and Weighted Grade Point Averages/WGPA
I.

목적

이 규정은 학점 평균과 가중 평균 학점을 결정과 지 또는 과정의 일부로써 이 정보를
요구하는 현 또는 미래의 고용주와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 기관을 위한 절차에 관해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II.

정의

A.

우등/고등 수준(Advanced Level) 과목은 일련의 학습에서 높은 수준의 성취를
기반으로 하는 고등학교 과목입니다. 같은 과목 이름으로 상응하는
우등/어너스 수준(honors-level) 과목은 없습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에서의 우등/높은 수준(Advanced-level)의 과목은, 고등학교
학과목 안내(High School Course Bulletin)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학
선이수과목(Advanced Placement)와 국제학사 학위 과목(International
Baccalaureate courses)이 포함됩니다.

B.

학점(Credit)은 학과목 단원을 모두 완수하였다는 의미입니다.

C.

성적(Grade points)은 학생이 취득한 점수를 다음의 측정에 따른 등가
성적입니다:
A=4
B=3
C=2
D=1
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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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누적 학점 평균(grade point average-GPA)은 고등학교 과목에서 취득한

점수의 평균입니다. 과목에는 누적된 GPA 를 계산하고 section III.A 에서
책정된 바와 같이 학생의 성적을 보고합니다. GPA 는 총점을 계산에 포함된
과목 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GPA 는 세 자리 소수점이 4 이상의 경우,
반올림을 하여 소수점 두 자리수까지 반올림합니다.

우등/어너스(Honors) 과목에는 어너스가 아닌 고등학교 수준 과목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고등학교 수준 과목. 그러나 어너스 과목은 추상적이며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더 엄격하고 도전적인 성격의 리서치와
프로젝트를 필요로 합니다. 우등 과목은 MCPS High School Course Bulletin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F.

성적(Transcript)은 학과목 마지막 성적과 학과목의 학점을 의미합니다.

G.

가중치 학점(Weighted grade point)은 학점이나 일반 과목과 우등 그리고 높은
수준(advanced-level)의 과목 간에 점수 차이를 둔 학점 방식입니다. 가중치
학점(Weighted grade point)은 학생이 취득한 점수를 다음의 측정에 따라
표기한 성적입니다.
성적
A
B
C
D
E

H.

III.

점수
일반 과목
4
3
2
1
0

우등/고등 수준
5
4
3
1
0

누적 가중치 학점 평균(weighted grade point average-WGPA)은 우등 또는
우등/고등 수준(Advanced Level)에 주어진 가중치 학점을 일반 학점과
대체해서 다시 계산한 학점 평균입니다. WGPA 는 계산에 포함된 학점 총점을
총 과목 학점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WGPA 는 세 자리 소수점이 4 이상의
경우, 반올림을 하여 소수점 두 자리수까지 반올림합니다.

행정절차

A.

GPA 와 WGPA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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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학교 재학 중, 고등학교 학과목에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최종 학점, A, B, C, D 를
취득해야 합니다.
a)

2016-2017 학사연도 이전에 6 학년이 된 학생으로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해당 고등학교 과목은 학생의 고등학교 성적표에 표기되고
또한, 학생의 누적 GPA 에 포함이 됩니다.

b)

2016-2017 학사연도 이후에 6 학년이 된 학생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은
고등학교 성적에 표기됩니다만 해당 과목을 포함하여 학생의
누적 점수(GPA(grade point average)가 향상되지 않는 한 누적
GPA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학교에서 이수한 고등학교
과목의 과목성적이 학생의 누적 GPA 를 향상시키는 경우,
학교에서 이를 자동 적용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학교
카운슬러에게 연락하여 자동적용 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연장일(extended day)과 연장연도(extended year)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학과목은 다른 포함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계산에 포함하게
됩니다.

3.

MCPS(교실에서의 수업, 통신, 온라인 수업), 워크 스터디(work
study)와 전환 학점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승인된 과목에서
취득한 학점은 GPA/WGPA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과목은 학생의 중앙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에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MCPS Regulation
ISB-RA: 고등학교 졸업 요건(High School Graduation Requirements)
참조)

4.

학기 시작 후 취소한 취소과목은 GPA 와 WGPA 에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a)

학생이 중단/취소(withdraw)한 과목
(1)

학기 수업 시작한 후 25 학사일까지 또는 이전에 수업을
취소할 경우, 학생의 영구기록, 성적 증명서, 성적표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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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

B.

만약 학생의 수업 취소가 학기 수업 시작 후, 25 학사일
이후의 경우, "W" 또는 "Withdrew" 라는 표시가 수업
취소일과 함께 표시되며, 취소하였다는 기록이
영구기록, 성적 증명서, 성적표에 표기됩니다.

학생이 학기 시작 후 25 회 수업일 이후에 우등/어너스 과목
또는 상급(advanced) 과목에서 같은 과목 영역의 온레벨
과목(과정 수준 변경)으로 변경할 경우, 학생의 영구
성적표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수료한 과정에
대해 적절한 학점만이 표기됩니다. Office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al Programs 는 시행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특정 과목에 대해 승인된 같은 수준의 과목 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행 지침은 학교 카운슬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5.

고등학교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MCPS Regulation IKA-RA, Grading
and Reporting 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성적을 대체하기 위해 과목을
재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6)

다른 교육구에서부터 전환된 학점과 성적은 학교장/대리인이 적절한
MCPS 학점으로 전환해야 하며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a)

MCPS 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과목, 예를 들어 종교,
운전교육 등은 과목의 교과과정 목표가 MCPS 과목이 승인한
교과과정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포함되지 않습니다.

b)

MCPS 에서 가르치지 않는 우등/고등 수준(Advanced Level)으로
MCPS 에서 가르치는 과목 분야의 경우는 포함됩니다.

c)

“O” (Outstanding), “S” (Satisfactory), “U” (Unsatisfactory) 또는
숫자, 백분율로 표시된 전환 학점(MPCS 과목이 아닌 경우)의
경우, 학교가 A, B, C, D, E 표기로 전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목은 학생의 컴퓨터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별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학생 성적 증명서(Student Transcripts)
1.

성적 증명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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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이수한 MCPS 학과목과 학기 시작 후 25 교습일 후에 취소한
과목과 취소한 날짜와 취소했을 때의 성적.

b)

재수강한 경우, 과목 중 최고 등급과 학점만 이수하고 재수강

c)

연장일이나 연장 연도(여름방학 등)에 이수한 과목 또는 MCPS
Regulation ISB-RA, 고등학교 졸업요건(High School Graduation
Requirements)에서 명시한 사전 승인 받은 MCPS 외 기관에서
이수한 과목.

d).

우등(honor) 지정, MCPS 우수상(Certificate of Merit), 고등
수준(advanced-level)의 과목.

e)

각 과목에서 취득한 성적과 학점.

f)

누적 학점 평균(Cumulative Grade Point Averages)과 가중치 학점
평균(Weighted Grade Point Averages)

g)

졸업일

학교장/대리인은 다음에의 책임이 있습니다:
a)

각 학생의 성적이 연장일이나 연장연도 학기 간에 제공한 과목,
MCPS(교실에서의 수업, 통신, 온라인 수업), 워크 스터디(work
study)와 전환 학점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승인된 과목
전환된 과목, 중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이수한 고등학교 과목이
학생 성적 기록에 확실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보장.

b)

고등학교,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기관 등을 포함한 학생이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로의 성적 증명서 제공.

c)

3.

학생/후견인 또는 해당할 경우, 학생이 승인하여 정보 제공을
승인하고 제공한 장학금 재단, 기술기관, 현재 또는 미래
고용인에게 성적 증명서 제공.

Office of the Chief of Strategic Initiatives 는 GPA 와 WGPA 가 중등교육
성적 증명기록에 표기되도록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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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적 증명과 이외의 학생 기록 정보 열람은 MCPS Regulation JOA-RA,
학생기록(Student Records)에 따라야 합니다.

5.

교육구는 Board Policy JNA, Curricular Expenses for Students 에 따라 각
학생마다 수수료 없이 3 번까지 학생 성적표를 일관되게 제공해야
합니다.

규정변경사: 이전 규정 번호 1980 년 8 월 20 일 이전 규정번호 No 340‑3, 1986 년 2 월 갱신, 1986 년 12 월 갱신, 1988 년 6 월
10 일 갱신, 1993 년 6 월 24 일 갱신, 2000 년 5 월 23 일 갱신, 공식 재목 갱신 2000 년 6 월 1 일, 2008 년 5 월 20 일 갱신,
2010 년 5 월 12 일 갱신, 2013 년 8 월 22 일 갱신, 2016 년 6 월 27 일 갱신, 2018 년 1 월 30 일 갱신, 2022 년 4 월 27 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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