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업으로의 바른 궤도

2019년 졸업
9학년 첫해: 2015–2016

MCPS 졸업 요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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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8학년 이후에 
4년 간의 학업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졸업요건은 다음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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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이 요건에 맞는 
대체 과목은 Course Bulletin을 봅시다.

보건 0.5학점

수학

4학점 1년의 대수학점(A/B)와 기하 1학점은 졸업요건 미적분을 수강하는 학생은 4학점 취득 
의무요건에서 면제 될 수도 있습니다. 
새 메릴랜드 주 졸업요건은 2018년도 졸업예정인 학생부터 적용됩니다.
2018년도 이후에 졸업하게 될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매년 수학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생은 수학을 4학점 
이상 이수하여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체육 1학점

과학 3학점 생물 1학점, 지정된 BC, 물리 1학점, 지정된 PC는 의무 과목 과학부에서 제공하는 과목은 학과목 
게시판의 세부사항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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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교육 1 학점 지정된 TE 고등 기술반(Advanced Technology-AT)이 TE 과목 의무수강요건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요건에 맞는 대체 과목은 Course Bulletin을 봅시다.

선택 
추가 학점은 다음 3가지(
선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취득함으로 졸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선택 1 선택 2 선택 3
2학점 외국어 또는 , American Sign 
Language(영어 수화) 2학점 이수 
및
2.5학점 선택과목 중

2학점 우등 과학기술(AT)
및
2.5학점 선택과목 중

4학점 주 인가 프로그램 이수
및
0.5학점 선택과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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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YLAND 종합 평가시험 프로그램(COMPREHENSIVE ASSESSMENT PROGRAM)
고등학교 평가시험(HIGH SCHOOL ASSESSMENT-MCAP HSA) 요건1,2,3,4

MCAP HS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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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CC 대수 1 합격 통과 점수 취득

생물/메릴랜드 통합과학 
평가시험(HS-M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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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10 영어 10에서 학점 이수 또는 동등한 과목 ESOL 3 이상 이수, 그리고
• PARCC 영어 언어영역/문해(English Language Arts/Literacy) 10 합격점수 취득

정부/정치 연방, 주 그리고 지방 정부 학점 이수 그리고
• HSA 정부에서 합격 통과 점수 취득

1 대체 시험 - 대체 시험 (AP/IB)에서 소정의 점수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해당 과목 MCAP HSA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학점 이전 - 학생이 메릴랜드 주 공립학교 이외의 학교에서 전학 올 경우, MCAP HSA 학과목 요건을 학점 이전을 통해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병합 시험 점수 옵션이 HSA와 PARCC 평가시험에 있습니다. 
4  브릿지 플랜(Bridge Plan)—브릿지 플랜은 MCAP H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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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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