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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고시 졸업 요건
워싱톤 주고시 필수사항은 학생이 고졸이후 어떤 진로를 선택하건간에, 핵심 기술의 튼튼한 기반이 다져졌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저희가 가족과 학생에게 격려하기는 자신들의 카운셀러와 정규적으로 만나 졸업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참고:최근 주입법 (2017 년 7 월) 주정부 고시 졸업요건중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한가지 변경사항은 과학고시 졸업요건이
2021 년까지 연기 된것입니다. 또하나는 COE (증거수집)을 제거하는것이며 as a CAA 선택으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이 현시점에 주정부 평가사무소에서 검토중이며 아직 모든 상세한 내용은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졸업반은 학생이 9 학년으로 신입될때 결정됩니다.

2020 년과 이전 졸업반
영어 언어술

수학

합격 SBA 고시 영어언어술 시험 졸업요건 합격점수 *

SBA 수학시험을 종업요건 합격점수에 합격 *
( 2018 과 이전 클라스,학생은 대수학이나 기하학과 EOC
시험을 대신 패스할것)

( 2016 와 이전 클래스, HSPE 읽기와 쓰기시험대치)
—또는—

—또는—

주정부 인정 선택과목 합격 **

주정부 인정 선택과목 합격 **

2021 클라스와 그이후
영어 언어술

수학

과학

SBA 영어언어술 시험을 졸업요건

SBA 수학을 졸업요건 합격 점수에서
패스할것 *

과학
주정부 과학시험 합격.

합격 점수에 패스 *
—또는—
주정부 공인 선택과목 합격 **

—또는—

—또는—
주정부 공인 선택과목 **

주정부 공인 선택과목 합격 **

* SBA 시험을 합격할수있는 두가지 다른 수준이 있습니다:
경력과 대학준비 (CCR)합격점수

종업요건 합격점수

학생이 업적수준 3 이나 4 이내를 득점하면주정부 시험

제 2 수준 업적 기준에는 특정한 최저학점이 있으며주정부

졸업요건을 달하게되며 학생이 대학입학수준에서 직접

시험 졸업요건과도 동등합니다..

학점얻을수있는 그 방면의 자격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보충

ELA(영어): 학생은 2548 나 그이상 득점할것

과목 회피).

수학: 학생은 2595 나 그이상 득점할것

** 주정부 공인 평가:
학생은 주정부공인 선택과목 시험을 보기전에 적어도 한번은 고교 주정부 고사를 보아야합니다. 학생은 워싱톤주 공립학교 1112 학년에 처음 등록하게되면 주정부 고시를 첫번째 시도없이 등록날짜에 따라, 이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주외 학점 면제: 워싱톤주 공립학교 11-12 학년에 첫등록을 하는 학생중, 타주에서 합격점수를 반은 이들은, 해당과목에 한해서
워싱톤주 시험 요건에서 면제되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해당여부는 본인 학교 카운셀라가 결정하게 됩니다.
에드먼즈 학군에서 주정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와 추가적인 번역물이 준비되는 대로) 에드먼즈 학군 메인
웹사이트하에 Site Shortcuts 클릭하시어 State Testing 로 가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