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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후견인과 학생 여러분께,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졸업하는 우리의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직장 그리고 성공적인
삶의 준비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은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다양한 과외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간입니다. 교사와 교직원은, 학생들의 고등학교 4년 동안 졸업증 취득에 필요한 강도
있는 교육을 제공하며 Maryland주에서의 대학과 커리어 준비에 충족할 만한 국제적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졸업 요건 중 일부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학생 가족은 고등학교 카운슬러와 상의하여 학생이
정시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MCPS는 모든 학생 가족의 이해를 돕고자, 졸업을 위해 필요한 학점과 주에서 시행하는 시험 그리고 대학과 직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요건을 명시하기 위해 이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2013년 대학과 직업 준비 및 대학 수료법
(College and Career Readiness and College Completion Act of 2013)이 Maryland 주의회를 통과했으며 이 법은 모든
고등학생이 11학년 말까지 영어와 수학 과목에서 제시된 평가시험 중 하나를 사용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보충반을 수강한 후, 12학년에 다시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평가시험과
합격점수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이 안내서를 봅시다. 추가로 학생이 언제 9학년이 되는지에 따라 졸업요건과 주에서
규정한 시험 합격점수가 다릅니다. 학생과 학생 가족은 학생의 특정 상황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 학생의 카운슬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생들이 각 고등학교가 제공하는 많은 기회를 최대화하기를 권장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학교의 교사와 카운슬러, 학교 교직원과
행정담당은 모두 학생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존경을 보내드리며,

Jack R. Smith, Ph.D.
교육감(Superintendent of Schools)

850 Hungerford Drive ♦ Rockville, Maryland 20850

고등학교

첫 해 9학년: 2013–2014

MCPS 졸업 요건 목록

5년차

MARYLAND 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4가지
요건은 등록 및 출석, 과목 학점 취득, 학생 봉사 학습(Student Service Learning-SSL) 시간의 취득 그리고 Maryland 주 평가
시험입니다. 모든 졸업요건은 다음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MCPS 온라인 학과목 안내(MCPS High School
Course Bulletin)montgomeryschoolsmd.org/coursebulletin/을 보거나 학교 카운슬러와 상담합시다.

과목 학점
영어

4학점

예술

1학점 예술과목; 미술, 댄스, 드라마/연극, 음악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합니다.

보건

0.5학점

수학

4학점 1년의 대수학점(A/B)과 기하 1학점은 졸업요건 미적분을 수강하는 학생은 4학점 취득
의무요건에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체육

1학점

과학

3학점 생물 1학점, 물리과학계열 1학점은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회

3 학점 미국사 1학점, 세계사 1학점, 연방/주/지방 정부/NSL 1학점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과학기술교육

1학점 과학기술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과목은 Course Bulletin 참조
선택 1

선택
2학점외국어 또는
추가 학점은 다음 3가지(
2학점 영어 수화
선택) 중 하나를 선택하여
(American Sign Language)
취득함으로 졸업 요건을 충족할
및
수 있습니다.

선택 2

선택 3

2학점 우등 과학기술

4학점 주 인가 프로그램 이수

및

및

2.5학점 선택과목 중에서

0.5학점 선택과목 중에서

2.5학점 선택과목 중에서

학생 봉사학습(STUDENT SERVICE LEARNING-SSL)
학생 봉사학습(Student Service Learning-SSL) 75시간 봉사학습 시간 이수

MARYLAND HIGH SCHOOL ASSESSMENT (MHSA) 요건1, 2, 3, 4
HSA, PARCC, MISA 평가시험

MHSA는 Maryland 주 교육위원회(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MSDE)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수 1

대수 1 학점 취득 그리고
• 2016-2017년 이전에 PARCC 대수 1 수험 또는 HSA 대수 1 수험, 또는
• 2016-2017년도에 PARCC 대수 1 수험 그리고 2018년 6월 이전에 졸업 또는
• PARCC 대수 1 합격

생물/메릴랜드 통합과학
평가시험(Maryland
Integrated Science
Assessment-MISA)

생물에서 학점 취득 그리고
• 2016-2017년 이전에 HSA 생물 수험 또는
• 2017-2017년동안 HSA 생물 수험 또는
• 2017-2018 또는 2018–2019에 과실을 따지지 않는 필드시험 MISA을 수험

영어 10

영어 10에서 학점 이수 또는 ESOL 3 이상 이수 그리고
• PARCC 영어 언어영역/문해(ELA/L) 10 또는 2016-2017년 이전에 HSA 영어 10, 또는
• 2016-2017년도 또는 2017-2018년도 PARCC 영어 언어영역/문해(ELA/L) 수험
그리고 2018년 6월 졸업 또는
• PARCC 영어 언어영역/문해(ELA/L) 10 합격점수 취득

정부/정치

연방, 주 그리고 지방 정부 학점이수
• HSA 정부에서 합격점수 취득

대체 시험 - 대체 시험 (AP/IB)에서 소정의 점수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해당 과목 MHSA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학점 이전 - 학생이 메릴랜드 주 공립학교 이외의 학교에서 전학 올 경우, MHSA 학과목 요건을 학점 이전을 통해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병합 시험 점수 옵션이 HSA와 PARCC 평가시험에 있습니다.
4
브릿지 플랜(Bridge Plan) - 브릿지 플랜은 MHSA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체 프로그램입니다. 브릿지 플랜(Bridge Plan)은 통상적 시험에서
합격점수를 내기 힘든 학생들이, 학과목 내용의 이해를 프로젝트 완성을 통해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1

2

2017-2018 학사연도에 적용

2017년 8월 11일 갱신

대학과 진로 준비
2013년 MARYLAND주 의회는 모든 학생이 대학과 생활임금 진로를 확실하게 해주는 과목을 준비해줄 수 있는 2013년 대학과
직업 준비 및 대학 완료법(College and Career Readiness and College Completion Act of 2013)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모든 학생이
11학년 말까지 영어와 수학 과목에서 여러 평가시험 중 하나를 사용한 평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11학년 말까지 영어와 수학에서
여러 평가시험 중 하나에서 지정한 합격 점수를 넘지 못할 경우, 보충과목을 수강하거나 12학년 동안 재시험을 준비하는 교습의
기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보충과목이나 교습을 받은 후, 학생은 12학년 말까지 재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학교 카운슬러와 교직원이
학생과 함께 11학년에 볼 시험 중 적절한 시험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과목과 12학년에서의 재시험을 결정합니다.

MCPS에서 대학과 커리어 준비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시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논리/비평적 독해/영어/언어영역

수학

다음 평가시험 중 하나의 시험을 통해 논리/비평적 독해/
영어/언어영역의 대학과 커리어 준비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 평가시험 중 하나의 시험을 통해 수학에서의 대학과
커리어 준비 여부를 결정합니다.

SAT:

500점* 이상

SAT:

500점* 이상

ACT:

21점 이상

ACT:

21점 이상

ACCUPLACER: 읽기 79점 이상
문장 능력 90점 이상

ACCUPLACER: 기본 대수 62점 이상
대학 수준 수학 45점 이상

Advanced Placement(AP) 언어영역과 작문(Language and
Composition), 또는 AP 영어와 영문학(AP Language and
Literature):
3점 이상

Advanced Placement (AP) 기하 AB 또는 BC,
또는 AP 통계: 3점 이상
국제학사학위 프로그램(International Baccalaureate-IB)
수학:
4점 이상

국제학사학위 프로그램(International Baccalaureate-IB)
영어:
4점 이상

* 잠정적 점수는 Montgomery College가 새로 갱신된 SAT 점수에 기초한 승인을 기다리는 대학 준비 점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또는
진로 기술 교육(Career and Technology Education-CTE) 전문 자격증이나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외부 평가시험
각 프로그램 안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www.montgomeryschoolsmd.org/uploadedFiles/info/CCRCCA/
certifications-041217.pdf

또는 MONTGOMERY COLLEGE와의 규정을 봅시다:
Montgomery College에만 적용하는
통괄 글쓰기 평가시험(Summative writing assessment)
또는
현대 세계사(Modern World History) 모든 수준, AP
언어영역과 작문(Language and Composition) 또는 어너
영어(Honors English) 12에서 B 보다 높은 점수 취득

Montgomery College에만 적용하는
통괄 수학 평가시험(Summative mathematics assessment)
또는
대수 2 (모든 수준) B 보다 높은 점수 취득

11학년 말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CCRCCA 중에는 학생이 11학년 말까지 영어와 수학에서 여러 평가시험 중 하나에서 지정한 합격 점수를 넘지 못할 경우, 보충과목을
수강하거나 12학년 동안 재시험을 준비하는 교습의 기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충의 기회 후, 학생은 12학년
말까지 시험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이전/과도기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시험 준비를 위한 온라인 교습과정을 모두 이수한다.
2. 학생의 스케줄에 따라 대학시험 준비반, AP 또는 IB 영어와/또는 수학반, MSDE-가 승인한 자격증 취득을 돕는 커리어와
테크놀로지 교육(Career and Technology Education-CTE)반, 또는 Montgomery College에서 제공하는 보충과목에
등록한다.
3. 다음 수준인 영어 또는 수학 과목에 등록하고 재시험 준비에 추가로 시간과 내용을 학습한다.
보충반을 수강해야 할 경우, 학생이 어느 시험을 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학교 카운슬러와 교직원이 학생과 함께 11학년에 볼 시험 중 적절한 시험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과목과 12학년에서의
재시험을 결정합니다.
시험의 옵션에 관해서와 우리 아이의 진도와 상황 그리고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자녀 고등학교의 학교 카운슬러나 대학 진학 및 진로 담당자(college and career information coordinator)에게 연락합시다.
자세한 안내는 다음 웹사이트 www.montgomeryschoolsmd.org에서 "CCRCCA"를 검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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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 leer este documento en español, ingrese a www.montgomeryschoolsmd.org/info/ccrcca/
Pour lire ce document en français veuillez consulter le site web: www.montgomeryschoolsmd.org/info/ccrcca/
請訪問網站www.montgomeryschoolsmd.org/info/ccrcca, 查閱這份文件的中文譯本
Để đọc tài liệu này bằng tiếng Việt www.montgomeryschoolsmd.org/info/ccrcca/
한국어 번역판을 봅시다. www.montgomeryschooldmd.org/info/ccrcca/
ይህን በአማርኛ ለማንበብ www.montgomeryschoolsmd.org/info/ccrcca/ን ይጎብ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