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락 학업 분야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들 (2019-2020) 
 

1. 요구되는 평점(GPA)이란 무엇인가? 

학생 지원자에게 중학교 핵심과목(영어, 수학, 과학 및 사회과학)에서 GPA 2.0(C 또는 그 이상)이 

요구된다.  

2. 8 학년 최종 성적 또한 고려되는가? 

그렇다. 6 월 성적이 8 학년 말에 검토될 것이다.  

3. GPA 가 높은 학생은 더 나은 입학 허가의 기회를 갖는가? 

아니다. 중학교 핵심과목(영어, 수학, 과학 및 사회과학)에서 GPA 2.0 또는 그 이상을 받은 모든 학생은 

동일한 기회 및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4. 클락 마그넷 고등학교(CMHS)에 출석하기 위한 수학 요건은 무엇인가? 

모든 학생은 8 학년 완료 시, 통합수학 I 또는 그 이상을 수강할 자격이 있어야만 한다.  

5. 학생의 품행 및 출석 또한 입학 허가에 있어 고려 대상인가? 

그렇다. 지난 세 학기의 만족스런 품행(학교 규칙에 대해 총 5 회 이하의 위반 또는 지난 3 학기 동안 

공민성에서 2 개 이하의 “U(불만족)” 표시), 출석(14 일 미만의 수업일 전체 결석) 및 성적(핵심과목에서 

C 또는 그 이상)은 신청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요구된다.  6 월 성적, 출석 및 공민성 역시 8 학년 말에 

검토될 것이다.  

6. 표준고사 요건이란 무엇인가? 

신청자가 표준고사를 실시하는 사립학교에 출석하는 경우, 그 결과가 제공되어야 한다.  

7. 본인 아이의 학교는 시험 또는 성적 시스템을 믿지 않으므로 그의 성적표에는 성적 표시가 없다. 본인의 

아이는 그래도 자격이 있는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GUSD)는 캘리포니아 커먼코어 주 학습기준을 따르며 그에 맞춰 학생을 채점한다. 

클락에 지원을 위해선 중학교 핵심과목인 영어, 수학, 과학 및 사회과학에서 GPA 2.0(C 또는 그 이상)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학생의 지난 3 학기 성적증명서에 성적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8. 본인 아이의 7 학년 성적은 2.0 이하였지만 이번 학기에는 훨씬 더 잘하고 있다.  

내 아이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가? 

아니다. 모든 9 학년 신입생들은 그들의 7 학년 및 8 학년 성적에 대해 공식 성적 증명서를 근거로 

검토된다.   

9. 본인의 아이는 아직 미국에 살고 있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다. 본인이 그의 성적 증명서를 

제공하고 추첨에 참여시킬 수 있는가? 

학생은 추첨 시 학부모/후견인과 함께 살고 있어야만 하며, 자신의 성적증명서 및 표준 고사 점수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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