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학생을 위한 고등학교 졸업옵션 
모든 학생은 리전트 졸업장이나 상급 리전트 졸업장, 지역 졸업장(Local diploma)을 받을 때까지, 또는 21살이 되는 학년도 

말까지 학교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인 경우에는 15세가 될 때 까지 IEP(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전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전환 

계획에는 고등학교를 마치기 위한 옵션을 반영해야 합니다.  귀하가 15세 이상이고 전환 계획을 세우는 회의를 하지 

않았으면 부모님이 학교에 전환 계획을 요청해야 합니다. 

15살이 되기 전 고등학교 진학을 계획할 때부터 졸업 옵션을 고려하기 시작할 수 있으니 IEP 팀에 문의하십시오. 전환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transition_guide.pdf. 

졸업장 취득 옵션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으면 군대에 입대하거나 대학 또는 직업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일반적으로 

리전트 졸업장과 지역 졸업장(Local diploma),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전트 또는 지역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과목에서 22학점(NYC의 경우 44학점)을 받아야 합니다.1 

리전트 졸업장 
리전트 졸업장을 받으려면 "4+1"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 4개의 리전트 시험에서  65점 이상 취득하여 통과.2  필수 시험은 영어(ELA), 수학, 역사, 과학 시험입니다; (그리고) 

• 주 정부 허가 시험 하나를  승인 시험 하나를 통과. 상급배치(AP)나 SAT II 점수, 주 정부 승인 직업 및 기술 교육(CTE) 

시험이나 다른 리전트 시험, 또는 CDOS 시작 자격 증명 시험을 다섯 번째 시험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3페이지를 

보십시오.)  
 

COVID-19 동안의 변경 사항: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리전트 시험을 볼 계획이었다면 COVID-19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팁 시트를 참조하십시오.3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 사이에 리전트 코스를 통과하고 해당 과목의 리전트 시험에 응시하면 일반적인 점수 60-64점 

대신에 50-64점의 점수로 어필할 수 있으며 리전트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시험을 두 번 치르거나, (2) 학교에서 학업 지원을 이용하거나, (3) 자격을 얻기 위해 추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1 필요한 코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www.schools.nyc.gov/school-life/rules-for-students/graduation-requirements.  
2 60-64점의 한 개 점수를 성공적으로 어필해도 리전트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전트 점수를 어필하는 데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regents_exam_appeal_options.pdf.  
3 COVID-19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역사 리전트 시험도 2022년 6월에 취소되었습니다. 해당 리전트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경우 리전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transition_guide.pdf
https://www.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grad_requirement_changes_COVID_19_korean.pdf
http://www.schools.nyc.gov/school-life/rules-for-students/graduation-requirements
http://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regents_exam_appeal_opti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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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졸업장 (Local diploma) 
지역 졸업장은 "안전망(Safety Net)" 점수 요구 사항을 사용하여 "4+1" 시험을 통과하거나 "학군장(Superintendent) 결정" 

자격이 있는 장애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안전망(Safety Net)4 

지역 졸업장은 "안전망" 점수 요구 사항을 사용하여 "4+1" 시험을 통과하거나 "교육감 결정" 자격이 있는 장애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IEP가 있으면 자동으로 안전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04플랜이 있는 경우 504 플랜에 귀하가 안전망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차트에서 각 안전망에 대한 점수 요구 사항을 보여줍니다.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이 안전망 옵션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안전망 지역 졸업장을 위한 요구 사항 

낮은 통과 점수 필수 리전트 시험에서 55-64점 사이의 점수를 취득해야함. 

낮은 통과 점수의 

어필 

최대 2개의 필수 리전트 시험에서 52점이나 53점~54점를 취득했고, 그리고; 

• 어필하려는 시험을 적어도 두 번 이상 치뤘거나; 
• 어필하려는 과목에서 학교 측 도움을 받거나; 
• 어필하려는 과목의 코스를 패스한 경우; 그리고 
• 어필하려는 과목의 선생님이나 학과장(Chair of the department)의 추천을 받아야 함. 

보상 

최대 2개의 필수 리전트 시험에서 45-54점을 취득했고, 그리고; 

• 점수가 45-54점인 과목에 대해 다른 리전트 시험에서 65점 이상을 받아야 함; 그리고 
• 45-54점을 받은 과목의 코스를 통과해야 함; 그리고 
• 45-54점을 받은 학년도 동안 만족스러운 출석률을 유지해야함. 

ELA나 수학교과 시험에는 이 옵션을 적용할 수 없음 

학군장(Superintendent) 결정 

IEP는 있고4 위의 안전망을 이용한 리전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학군장의 결정에 따라 지역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5 학군장의 결정을 받으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수학과 ELA 리전트 시험을 55점 이상으로 합격(또는 52-54점의 점수를 성공적으로 어필)하십시오; 또는 CDOS 

시작 자격증을 받으십시오(3페이지를 참조);  

2. 졸업에 필요한 시험에 모두 응시하십시오; 그리고 

3. 불합격한 시험 과목에서 리전트 수준의 코스를 통과하십시오. 

학군장(Superintendent) 결정을 요청하는 방법 

학부모나 보호자는 교장 또는 특수 교육 위원회(CSE)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교장 또는 CSE는 해당 요청을 학군장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학군장은 불합격된 각 시험에 대해 관련 코스의 성적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 과제, 퀴즈 및 

 
4 안전망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www.p12.nysed.gov/specialed/publications/safetynet-qa.htm. 
5 이 옵션은 섹션 504 플랜이 있거나 특수 교육장애구분에 더이상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터 스쿨이나 사립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장선생님이 “학군장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http://www.p12.nysed.gov/specialed/publications/safetynet-q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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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 같은 최종 과목 성적과 한 해 동안 완료한 과제 등을 고려합니다. 학군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학군장 

결정에 대한 요청이 승인되면 지역 졸업장을 받고 졸업하게 됩니다. 

비졸업장 취득 옵션 

리전트 또는 지역 졸업장을 받을 수 없는 IEP가 있는 학생은 다음 두 가지 자격증 중 하나를 가지고 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1) 경력 개발 및 직업 연구(CDOS) 자격 증명서; 또는 

(2) 기술 및 성취 자격 증명서(SACC). 이 자격증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IEP 졸업장"을 대체합니다. CDOS 및 SACC 자격증은 

고등학교 졸업장(diploma)이 아니며 대학이나 군대, 직업 학교에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경력 개발 및 직업 연구(CDOS) 자격 증명서 
CDOS 자격증은 신입사원으로서 취업에 대한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증명서입니다.6 

CDOS 자격증 사용 
• 리전트 또는 지역 졸업장을 준비하는 학의 경우, 통과해야하는 시험들 중 다섯 번째 시험을 CDOS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페이지를 참조).  
• 이미 졸업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장에 CDOS 자격증을 추가적인 자격보증으로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IEP가 있는 학생들 중 리전트 시험에 통과할 수 없는 학생의 경우, CDOS 자격증을 통해 학군장 결정에 

따라 지역 졸업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2페이지를 참조).  

• 졸업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는 학생은 CDOS 자격증만 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CDOS 자격증은 

고등학교 졸업장(diploma)이 아니며, 대학이나 군대, 직업 학교에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CDOS 자격증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1) (방법 1): 아래 사항을 모두 완료하십시오.  

• 연간 직업 계획 작성: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과 자신의 강점 및 약점, 직업 

목표, 정해진 직업 목표를 달성에 도움이 되는 수업 활동이나 학습 경험을 

문서화하하여 연간 직업계획 작성. 

• 216시간(4학점) 취득: 업무 기반 학습, CTE 코스, 기타 직업 계획관련 활동, 그리고 

최소 54시간(1학점)의 감독된 업무기반 학습 활동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턴십, 직업 체험, 또는 서비스 학습(예: SYEP; TOP) 

→ 승인된 CTE 순서의 일부 코스 

→ 직업 계획에 초점을 둔 자문 

• CDOS 표준 척도를 마스터 했음을 증명하는 학교측이 작성한 취업 능력 기술 

프로필(Work skills employability profile); 

• IEP가 있는 경우 학교에서 작성한 출구계획(Exit Plan) 요약. 

 
6 뉴욕주 대체 평가(NYSAA)를 이용하여 평가를 받는 학생은 CDOS 자격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름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SYEP)과 교육 기회 

프로그램(TOP), CDOS 

자격증에 포함될 수 있는 

기타 업무 기반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인턴십, 직업 

및 전환 서비스 팁 시트 

https://www.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vocational_transition_services.pdf
https://www.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vocational_transition_servic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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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2) (방법 2): 국가적으로 인정되는 취업 준비 자격 증명 중 하나를 획득하십시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SkillsUSA 취업 능력 평가: www.careeressentials.org/assessments  

• 국가 취업 준비 자격 증명서(National Work Readiness Credential, NWRC): https://www.nwrc.org/  

• ACT 국가 직업 준비 증명서(ACT National Career Readiness Certificate): https://www.act.org/content/act/en/products-
and- services/workkeys-for-educators/ncrc.html  

• CASAS 인력 기술 인증 시스템(CASAS Workforce Skills and Certification System): https://www.casas.org/product-
overviews/assessments/WSCS 

2. 기술 및 성취 자격 증명서(Skills and Achievement Commencement Credential, SACC) 
SACC는 뉴욕주 대체 평가(NYSAA)를 받는 심각한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만 제공됩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경우, 

킨더가든을 제외하고 최소 12년 이상 학교를 다닌 후 SACC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SACC를 받으면 21살이 되는 

학년이 끝날 때까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SACC를 받고 학교를 끝낼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인증서와 학생 출구(Exit)종료 요약을 받습니다. 

• 기술, 강점 및 관심분야; 

• 뉴욕주 CDOS 표준 달성 수준; 그리고 

• NYSAA가 측정한 학업 성취 수준; 

SACC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방문하여 알아보십시오: www.p12.nysed.gov/specialed/publications/SACCmemo.htm.  

 
질문이 더 있습니까? 

Jill Chaifetz 교육 상담 전화로 전화하십시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866-427-6033 (수신자 부담) 

이 자료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자료 문서는 AFC의 의견을 언급하지 않고 기존 정책이나 법률을 요약합니다.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인에게 문의하십시오. 

저작권 © 2022년 1월, 뉴욕 아동 보호 단체. www.advocatesforchildren.org 

 
 

Translation review assistance provided by Community Inclusion & Development Alliance (CIDA). 
CIDA is a federally funded Community Parent Resource Center serving Korean-American families in Queens, Nassau and Suffolk County, 

NY. www.cidainfo.com 
위의 번역의 감수는 Community Inclusion & Development Alliance (CIDA)의 협력으로 제공되었습니다. CIDA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돕기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 (501(c)3 Non-Profit organization)로서, 뉴욕 주의 퀸즈, 나소 및 서포크  

카운티의 한인 가족을 지원하는 연방 학부모 지원센터입니다. www.cidainfo.com 

http://www.careeressentials.org/assessments
https://www.nwrc.org/
https://www.act.org/content/act/en/products-and-%20services/workkeys-for-educators/ncrc.html
https://www.act.org/content/act/en/products-and-%20services/workkeys-for-educators/ncrc.html
https://www.casas.org/product-overviews/assessments/WSCS
https://www.casas.org/product-overviews/assessments/WSCS
http://www.p12.nysed.gov/specialed/publications/SACCmemo.htm
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
http://www.cidainfo.com/
http://www.cida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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