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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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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4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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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gomery College에서 사용하는 중간 성적은 갱신된 SAT 시험 점수에 따른 대학 준비도 승인을 위해 유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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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