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업으로의 바른 궤도

2026년 졸업
9학년 첫해: 2022–2023

MCPS 졸업 요건 목록
  MARYLAND주는 4개의 카테고리, 등록, 과목 학점, 학생 서비스 학습(SSL) 그리고 Maryland Comprehensive  
Assessments(MCA)요건을 성공적으로 충족한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한 개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ISB-RA 규칙에 
따르는 대안교육 계획과 웨이버가 승인된 경우를 하고 모든 학생들은 8학년을 마친 후에 반드시 4년을 재학해야 합니다.  
모든 졸업 요건은 다음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2022-2023 MCPS 온라인 학과목 안내 coursebulletin.
montgomeryschoolsmd.org/Home/PlanningTools를 보거나 학교 카운슬러와 상담합시다.

과목 학점
컴퓨터 과학, 엔지니어링 
또는 과학기술 교육 
(COMPUTER SCIENCE, ENGINEERING 
OR TECHNOLOGY EDUCATION-TE)

1 학점 지정된 TE 과목 이 요건을 충족하는 과목은 학과목 게시판(course bulletin)에 나와 
있으며 컴퓨터 학습과 알고리즘 과정 또는 실.제적인 문제 해결과 인간의 가능성을 넓히기 위한 
지식, 도구, 기술의 적용을 포함합니다.

영어(ENGLISH) 4 학점  정보를 주는 교재와 문해의 이해를 위해 구성된 교습, 쓰기, 말하기와 듣기, 1학점이 
MCA의 영어에 부합하는 언어와 문해 

미술(FINE ARTS) 1 학점 댄스, 미디어 미술, 음악, 연극, 또는 시각미술, 또는 이 과목들의 결합
보건(HEALTH EDUCATION) 1학점

수학(MATHEMATICS) 4학점 MCA의 대수에 부합하는 대수 교습 1학점 또는 대수 1 이 필수학습인 다음 단계의 
수학과목에서 1학점 이상, 그리고 스탠다드 내용의 기하에서 1학점

체육(PHYSICAL EDUCATION) 1학점

과학(SCIENCE)
3 학점  MCA 과학에 부합하는 생명과학 1학점, 물리과학 1학점, 지구/우주과학 1학점 또는 
지구/우주 과학이 혼합된 내용의  NGSS 과목을 포함한 차세대 과학 표준(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NGSS) 3학점 

사회(SOCIAL STUDIES) 3 학점 미국 역사 1학점, 세계사 1학점, 그리고 MCA 정부과목에 부합하는 연방, 주, 지방정부 1학점.  

외국어 또는 학생 
프로그램와 선택 과목
(WORLD LANGUAGES OR PROGRAM
OF STUDIES AND ELECTIVES)

2학점 미국 수화 2학점을 포함하는 동일 
언어 그리고 선택과목 2학점 또는

주가 인정하는 직업과 기술 교육 프로그램 
학습( program of study-POS)완료그리고
POS에 따라 최소한 0.5학점이나 그 이상 
학점의 선택 과목 

학생 봉사학습(STUDENT SERVICE LEARNING-SSL)
학생 봉사학습(STUDENT 
SERVICE LEARNING-SSL)

75 학습 봉사학습 시간 SSL 요건은 MCPS에 6학년 이후에 등록한 후부터 비례 계산하게 
됩니다.  

메릴랜드 종합 평가시험(MARYLAND COMPREHENSIVE ASSESSMENT-MCA) 요건
이 평가는 Maryland 주 교육위원회(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MSDE)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수(ALGEBRA) 1 

대수 1 학점 취득 그리고 
• 2019–2020전에는 대수 1 평가 또는
• 대수 1 평가시험 수험 
• 2019–2020 학사연도 동안에 대수 1을 통과한 경우, 평가시험 의무 충족요건에 COVID에 

따른 면제가 적용됩니다.  추가 시험이 요구되지 않으며 학생의 시험상태는 "필수가 아님(Not 
Required)"으로 표시됩니다.

영어(ENGLISH) 10 영어 10 또는 동등한 과목 이수 또는 영어 학습자(EL)를 위한 영어 10 그리고
• 영어 언어영역/문해(English Language Arts/Literacy-ELA/L) 평가시험 수험

정부(GOVERNMENT) 연방, 주 그리고 지방 정부 또는 동등한 과목 학점 이수 그리고
• 정부 평가시험 수험  

과학(SCIENCE) 생물 또는 이에 동등한 과목에서 학점 취득 그리고  
• 생명과학(Life Science) 평가시험을 수험

1 대체 시험: 대체 테스트(AP/IB)에서 요건에 맞는 점수를 취득하는 학생은 각 과목의 MCA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2 학점이수 크레딧: Maryland 공립학교 밖에서 학점을 따서 전학 온 학생의 학점이 MCA 과목 요건을 충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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