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로 인한 졸업 요건 변경 개요 

일반적으로 뉴욕 주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22학점을 취득하고(뉴욕 시의 경우 

44학점) 4+1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AFC의 고등학교 진학 및 졸업 요건 & 장애 

학생을 위한 졸업 옵션 가이드를 참조해주세요.  

교육과정 요건은 COVID-19 기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및 8월, 2021년 

6월 및 8월, 2022년 1월 리전트 시험이 취소되었습니다.1 또한 뉴욕 주는 1개 이상의 리전트 

시험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의 졸업 요건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뉴욕 주 교육국(NYSED)에 근거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2020년 6월 & 8월 

가이드 및 FAQ; 2021년 1월 가이드 및 FAQ; 2021년 6월 & 8월 가이드 및 FAQ; 및 2022년 1월 

가이드 및 FAQ. 

리전트 시험 면제:  

COVID-19로 인해 취소된 리전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목에서 리전트 시험 없이 졸업할 수 있습니다. 

• 리전트 교과 과정 또는 보충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2021-22 학년도의 첫 학기 말까지 

순서대로 모든 학점을 취득함, 또는 

• 7학년 또는 8학년으로서 2019-20 학년도 또는 2020-21 학년도에 리전트 교과 과정 통과. 

COVID-19 리전트 시험 면제가 성적표에 어떻게 표시되나요? 

• 성적표의 시험 옆에 "WA" 또는 "E"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면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함에도 

성적표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즉시 진로 상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1 미국 역사 리전트 시험도 2022년 6월에 취소되었지만 COVID-19로 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리전트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경우 리전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highschool_promotion_graduation_requirements.pdf
https://www.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graduation_options_for_students_with_disabilities.pdf
https://www.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graduation_options_for_students_with_disabilities.pdf
http://www.nysed.gov/common/nysed/files/programs/coronavirus/nysed-covid-19-memo-cancellation-june-2020-regents-exams.pdf
http://www.nysed.gov/common/nysed/files/programs/coronavirus/nysed-covid-19-regents-grad-req-faq.pdf
http://www.nysed.gov/common/nysed/files/programs/coronavirus/memo-cancellation-january-2021-regents-examinations.pdf
http://www.nysed.gov/common/nysed/files/programs/coronavirus/faq-january-2021-regents-examinations.pdf
http://www.p12.nysed.gov/assessment/hsgen/2021/memo-june-august-2021-assessments.pdf
http://www.nysed.gov/common/nysed/files/programs/state-assessment/faq-june-august-2021-assessments.pdf
http://www.nysed.gov/common/nysed/files/january-2022-regents-cancellation.pdf
http://www.nysed.gov/common/nysed/files/programs/coronavirus/faq-january-2022-exempti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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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시험에서 COVID-19 면제를 받았거나 COVID-19 면제와 리전트 시험 합격 점수를 결합한 

경우 리전트 졸업장으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 Honor/Advanced (우수/최우수) 리전트 졸업장 결정은 면제된 리전트 시험 점수를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 장애 학생들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습자들은 Safety Net 옵션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FC 장애 학생을 위한 고등학교 졸업 옵션 및 영어 학습자를 위한 

졸업 정책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보충 안전망(Compensatory Safety Net)을 사용하는 

장애가 있는 학생은 COVID-19로 면제된 리전트 시험을 사용하여 낮은 리전트 시험 점수(45-

54)를 보충할 수 없습니다 

COVID-19 면제를 거부한 경우 지금 요청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2019-20, 2020-21 및 2021-22 학년도에 학부모는 COVID-19 면제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연령에 관계없이 스스로 면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면제 

일부를 거부하고 부분적 면제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거부한 후에는 이후 면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리전트 시험 재심 
보통 다음의 경우에만 리전트 시험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시험에서 60-64점을 받은 경우 

2. 재심 신청하는 시험을 적어도 2번은 치뤘어야 함 

3. 재심 신청하려는 시험 과목에 대해 학교로부터 학업적 도움을 받았어야 하며,  

4. 교사 또는 교과목 책임자의 추천을 받아야 함 

COVID-19 기간 동안 요건이 더욱 유연해졌습니다.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리전트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시험에서 50-64점을 받았으며, 

2. 관련 리전트 교과 과정을 통과함 

점수에 재심 신청하기 위해 달리 충족해야 할 요건은 없으며, 기간 동안 재심 신청할 수 있는 

시험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FC의 팁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graduation_options_for_students_with_disabilities.pdf
https://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high_school_promotion_graduation_for_ells.pdf
https://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high_school_promotion_graduation_for_ells.pdf
https://www.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regents_exam_appeal_opti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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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동등 학력 및 GED 

일반적으로 졸업장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은 4개의 GED 하위 시험을 통과하여 HSE 

(High School Equivalency)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학, 과학, 사회 및 언어를 통한 추론.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뉴욕 주에서는 TASC라는 다른 HSE 시험을 사용했습니다. TASC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학생은 GED 하위 시험 점수 통과, 리전트 시험 점수 통과, 리전트 시험 COVID-19 면제 및 TASC 

하위 시험 통과를 조합하여 HSE 졸업장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HSE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선 최소 1개 이상의 GED 하위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YSED FAQ 및 

AFC의 성공적으로 GED 취득하기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본 문건은 법적인 조언으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본 문건은 AFC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기존 정책 또는 법률을 

요약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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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cces.nysed.gov/hse/regents-hse-exam-pathway-frequently-asked-questions
https://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hse_test_accommodati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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