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 6 월
졸업장/증명서 요건

다음 표에는 현재 유효한 졸업장 및 증명서 요건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이러한 요건을 요약할 뿐만
아니라 각 종류의 졸업장 및 비졸업장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어떤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각
졸업장 또는 증명서 요건에 대한 고유한 규제 요건 및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웹 사이트도 제공됩니다.
졸업장 종류
자격 시험
(Regents)

대상
모든 학생

자격 시험
(이의를 통해)

모든 학생

자격 시험 (우등상)

모든 학생

자격 시험 (상급
자격)

모든 학생

요건

 학점: 22 학점이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영어(English language
arts, ELA) 4 학점, 사회 4 학점, 과학 3 학점, 수학 3 학점, 보건 ½학점,
예술 1 학점, 영어를 제외한 언어(Language other than English,
LOTE) 1 학점, 체육 2 학점, 선택 과목 3½ 학점
 평가: 65 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5 개의 필수 자격 시험 (Regents)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학 1 개, 과학 1 개, ELA, 세계사 및 지리, 미국사
및 정부 각각 1 개
http://www.p12.nysed.gov/part100/pages/1005.html#regentsdiploma
 학점: 22 학점이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ELA 4 학점, 사회 4 학점,
과학 3 학점, 수학 3 학점, 보건 ½학점, 예술 1 학점, LOTE 1 학점,
체육 2 학점, 선택 과목 3½학점.
 평가: 교육감 규정 100.5(d)(7) 섹션(Commissioner’s Regulation
section 100.5(d)(7))에 따라, 지역 학군에 의해 승인된 이의의 경우
65 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4 개의 필수 자격 시험 및 62-64 점을
받아야 하는 1 개의 자격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학 1 개, 과학
1 개, ELA, 세계사 및 지리, 미국사 및 정부 각각 1 개
http://www.p12.nysed.gov/part100/pages/1005.html#regpasscore
 학점: 22 학점이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ELA 4 학점, 사회 4 학점,
과학 3 학점, 수학 3 학점, 보건 ½학점, 예술 1 학점, LOTE 1 학점,
체육 2 학점, 선택 과목 3½학점.
 평가: 산출 평균 90 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5 개의 필수 자격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학 1 개, 과학 1 개, ELA, 세계사 및 지리, 미국사
및 정부 각각 1 개
http://www.p12.nysed.gov/part100/pages/1005.html#diplomaHonors
 학점: 22 학점이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ELA 4 학점, 사회 4 학점,
과학 3 학점, 수학 3 학점, 보건 ½학점, 예술 1 학점, LOTE 1 학점,
체육 2 학점, 선택 과목 3½학점. 또한, 학생은 LOTE 에서 추가로
2 학점을 받거나 예술 또는 직업 및 기술 교육(Arts or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CTE)에서 5 학점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 학점은
필수 22 학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 65 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8 개의 필수 자격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학 3 개, 과학 2 개, ELA, 세계사 및 지리, 미국사 및 정부
각각 1 개, 그리고 지역별로 개발된 체크포인트 B LOTE 시험 또는
예술이나 CTE 에서 5 학점
http://www.p12.nysed.gov/part100/pages/1005.html#regent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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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시험 (상급
자격,수학에
정통함을 나타내는
주석 포함)

모든 학생

자격 시험 (상급
자격, 과학에
정통함을 나타내는
주석 포함)

모든 학생

자격 시험
(우등상과 함께
상급 자격)

모든 학생

지역

개인 교육
프로그램 또는
섹션 504 편의
계획이 적용되는
장애 학생

 학점: 22 학점이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ELA 4 학점, 사회 4 학점,
과학 3 학점, 수학 3 학점, 보건 ½학점, 예술 1 학점, LOTE 1 학점,
체육 2 학점, 선택 과목 3½학점. 또한, 학생은 LOTE 에서 추가로
2 학점을 받거나, 예술 또는 직업 및 기술 교육(CTE)에서 5 학점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 학점은 필수 22 학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 상급 자격과 함께 자격 시험에 대한 모든 평가 요건(위 참조)을
충족하며, 추가로 3 개의 수학 자격 시험에서 각각 85 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100.5(b)(7)(x) 섹션을 참조합니다.
http://www.p12.nysed.gov/part100/pages/1005.html#regentsAD
 학점: 22 학점이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ELA 4 학점, 사회 4 학점,
과학 3 학점, 수학 3 학점, 보건 ½학점, 예술 1 학점, LOTE 1 학점,
체육 2 학점, 선택 과목 3½학점. 또한, 학생은 LOTE 에서 추가로
2 학점을 받거나 예술 또는 직업 및 기술 교육(CTE)에서 5 학점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 학점은 필수 22 학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 상급 자격과 함께 자격 시험에 대한 모든 평가 요건(위 참조)을
충족하며, 추가로 3 개의 과학 자격 시험에서 각각 85 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100.5(b)(7)(x) 섹션을 참조합니다.
http://www.p12.nysed.gov/part100/pages/1005.html#regentsAD
 학점: 22 학점이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ELA 4 학점, 사회 4 학점,
과학 3 학점, 수학 3 학점, 보건 ½학점, 예술 1 학점, LOTE 1 학점,
체육 2 학점, 선택 과목 3½학점. 또한, 학생은 LOTE 에서 추가로
2 학점을 받거나 예술 또는 직업 및 기술 교육(CTE)에서 5 학점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 학점은 필수 22 학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 산출 평균 90 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8 개의 필수 자격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학 3 개, 과학 2 개, ELA, 세계사 및 지리, 미국사
및 정부 각각 1 개, 그리고 지역별로 개발된 65 점의 체크포인트 B
LOTE 시험 또는 예술이나 CTE 에서 5 학점
http://www.p12.nysed.gov/part100/pages/1005.html#diplomaHonors
 학점: 22 학점이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ELA 4 학점, 사회 4 학점,
과학 3 학점, 수학 3 학점, 보건½학점, 예술 1 학점, LOTE 1 학점, 체육
2 학점, 선택 과목 3½학점.
 평가: 낮은 점수 합격 안전망 옵션 1: 55 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5 개의
필수 자격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학 1 개, 과학 1 개, ELA 1 개,
세계사
및
지역
1
개,
미국사
및
정부
1
개
(http://www.p12.nysed.gov/part100/pages/1005.html#assessment)
또는
 2011 년 9 월 이전에 9 학년에 진급할 학생들을 위한 자격 능력
시험(Regents Competency Test, RCT) 안전망 옵션 자격 시험
점수가 55 점 이상이 아닌 학생의 경우 상응하는 RCT 의 합격
점수(http://www.p12.nysed.gov/specialed/publications/localdiplomao
ptions-may2011.htm) 또는
 보충 안전망 옵션:ELA 또는 수학 시험을 제외한 5 개의 필수 자격
시험 중 하나 이상에서 45-54 점을 받았지만 다른 필수 자격
시험에서 획득한 65 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충합니다. 참고: ELA 와
수학 시험 모두에서 최소 55 점을 받아야 합니다. 단일 시험에서
획득한 65 점 이상의 점수로 45-54 점을 획득한 한 개 이상의 시험을
보충하는 데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http://www.p12.nysed.gov/specialed/publications/safetynet
compensatoryop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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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 22 학점이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ELA 4 학점, 사회 4 학점,

지역
졸업증(이의를
통해)

모든 학생

지역 졸업장,
자격 시험 졸업장,
상급 자격 자격
시험 졸업장
(우등상
포함/불포함), 직업
및 기술 교육 승인
포함

모든 학생

증명 유형
직업 개발 및 직업
연구(Career
Development and
Occupational
Studies, CDOS)
졸업 증명서

대상
NYS 대체
평가(NYS
Alternate
Assessment,
NYSSA)를
이용하여
평가되는 학생을
제외한 장애
학생

과학 3 학점, 수학 3 학점, 보건 ½학점, 예술 1 학점, LOTE 1 학점,
체육 2 학점, 선택 과목 3½학점.
 평가: 교육감 규정 100.5(d)(7) 섹션(Commissioner’s Regulation
section 100.5(d)(7))에 따라 지역 학군에서 이의가 승인된 경우 65 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3 개의 필수자격 시험 및 62-64 점을 받아야 하는
2 개의 자격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학 1 개, 과학 1 개, ELA,
세계사 및 지리, 미국사 및 정부 각각 1 개
http://www.p12.nysed.gov/part100/pages/1005.html#regpasscore

 학점: 특정 종류의 졸업장의 경우 위에 나열된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이수하고 승인된 CTE 프로그램을 이수합니다.
 평가: 특정 종류의 졸업장의 경우 상기한 주 평가 합격 점수를
획득하고 해당 학생이 이수한 승인된 특정 CTE 프로그램에 지정된
기술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합니다.
http://www.p12.nysed.gov/part100/pages/1005.html#carteched

비졸업장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기술 및 성과 졸업
증명서

NYSAA 를
이용하여
평가되는 중증
장애 학생

요건

 직업 계획을 완료하고 직업 탐구 및 개발, 통합 학습 및 보편적인 기본
기술 분야에서 졸업 수준의 CDOS 학습 표준을 달성했음을 증명하고,
CTE 교과 과정 및 작업 기반의 학습(최소 54 시간의 작업 기반 학습
포함)에서 2 개의 연구 단위(216 시간)에 상응하는 과정을 만족스럽게
완료하고 최소 1 개의 완성된 취업 가능성 프로필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는
 학생이 국내 취업 준비 증명을 위한 조건을 충족합니다.
증명서는 일반 졸업장을 보완할 수 있으며 만약 학생이 졸업 표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 증명서를 해당 학생의 졸업 증명서로 수여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해당 학생이 유치원을 제외하고 최소 12 년간
학교에 재학했어야 합니다.
http://www.regents.nysed.gov/meetings/2013Meetings/April2013/413p
12accesa1Revised.pdf
유치원을 제외하고 최소 12 년간 학교에 재학한 모든 중증 장애 학생은
이 증명서로 졸업하게 되는데, 이 증명서와 함께 학업 및 직업 개발 및
직업 학습에 있어서 해당 학생의 성적 수준이 요약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http://www.p12.nysed.gov/specialed/publications/SACCmemo.htm
http://www.p12.nysed.gov/part100/pages/10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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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반 교육 학생이 지역 졸업장을 받게 하기 위한 낮은 점수 합격(55-64) 옵션은 폐지되었으며 2008 년
이후에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더 이상 이 옵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 K-12 시스템에는 아직
2007 년 이전에 9 학년에 진급한 학생들이 있으며 이 학생들은 이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언어 구사 증명서 – 요건은 추후 결정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