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시 졸업요건
워싱톤주 졸업요건은 학생으로 하여금 고졸이후 어떤 길을 택하건 읽기, 쓰기, 수학과 과학기술의 견고한 터전을 다질수있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과 가족에게 격려하는건 학교 카운슬러와 정규적으로 만나 졸업을 위해 다져가고 있음을 확인해야합니다.

2016 학년도 이전

참고: 학생이 9 학년에 신입때 졸업반이 결정됩니다.
2017 과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이후

영어 언어과목

영어 언어과목

영어 언어과목

졸업 요건 합격점수에서 읽기와 쓰기

졸업 요건 합격 점수에서 SBA 영어

졸업 요건 합격점수에서 SBA

HSPE 나 SBA 영어언어과목 시험에

언어과목시험에 패스.*

영어언어 과목 시험에 패스.*

패스할것.*

—또는—

—또는—

주정부 승인하는 선택과목에 패스.**

주정부 승인하는 선택과목에 패스.**

수학
학년말 고사에서 한 수학 과목 패스
(대수학이나 기하학 EOC) 또는 졸업
요건 합격점수에서 SBA 수학시험에
패스할것.*

수학
학년말고사에서 한 수학과목 패스
(대수학이나 기하학 EOC) 또는 졸업
요건 합격점수에서 SBA 수학시험
패스.*

수학
졸업 요건 합격점수에서 SBA
수학시험에 패스.*
—또는—

—또는—
주정부 승인하는 선택과목 패스.**

—또는—

—또는—
주정부 승인하는 선택과목에 패스.**

주정부 승인 선택과목.**

주정부 승인하는 선택과목.**
과학
학년말 (EOC) 생물시험이나 주정부
과학시험패스.
—또는—
주정부 승인 선택과목.**

과학
학년말 생물시험 (EOC) 이나 주정부
과학시험.
—또는—
주정부 승인 선택과목패스.**

* 에스비에이 시험에 패스할주있는 두가지 다른 수준이 있음:
직장과 대학준비반 (CCR) 합격점수 (11 학년수준에 따른 학생실적). 이것이 학생으로 하여금 실뢰를 제공하는 초급코스

1)

수준으로 그 영역내에서 대학에 직접 등록할 자격을 주는 혜택을 부여해주므로, 보충강의를 회피할수있음. 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k12.wa.us/resources/pubdocs/SmarterBalanced-HigherEd.pdf 을 방문하시기 바람.
졸업요건 합격점수(10 학년수준에 기반한), 주정부 고시 졸업요건에 달해야함

2)

** 주정부 승인 선택과목 평가:


학생은 주정부 승인 선택과목을 택하기전에 적어도 한번은 고등학교 주고시를 치뤄야함. 워싱톤주 공립학교
11-12 학년에 처음으로 등록한 학생은 처음 주고시를 치루지않고도 이옵션을 이용할수있는데, 단
등록날짜에 따름..



이 평가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주소를 참조할것: http://www.k12.wa.us/assessment/GraduationAlternatives

타주 면제: 워싱톤주 공립학교 11-12 학년에 처음으로 등록한 학생가운데, 타주에서 합격점수를 받은 이는 해당분야에 관한
워싱턴주 고시 종업요거네서 면제자격을 인정받을수 있음. 해당여부는 학교 카운셀러가 본인을 도와 판단해줄수 있음.
점수 항소 절차: 학부모나 보호자는, 학생의 고교시험을 검토한후, 점수항소 신청을 할수있음. 점수 항소에 관한 더 상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참조바람: http://wa.portal.airast.org/wp-content/uploads/RTV_FAQ.pdf
에드먼즈학군의 주정부 고시에 관한 더 상세한 정보는 다음 웹주소를 방문바람: http://www.edmonds.wednet.edu/Testing
ال تال ي ال ع نوان ع لى ال م ف يدة ال م ع لومات من وغ يرها ال وث ي قة ل هذه ال عرب ية ال ترجمة
이 서류와 기타 다른 유용한 정보의 한글번역은 아래 주소에 있습니다.
Русский перевод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и другая полезная информация здесь:
Bản dịch tiếng Việt của tài liệu này và các thông tin hữu ích khác có tại địa chỉ dưới đây.
Para información adicional, siga el vínculo de abajo.
http://www.edmonds.wednet.edu/TestingTrans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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