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및 기술 교육 학생: 필수 학점
상급 리전트
졸업장
(Advanced
Regents Diploma)

미래 준비(Look Ahead)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할뿐만 아니라 다음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은 대학 및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과목-특정 시리즈

최소 학점 수

영어

8

8

사회
다음과 같이 분배되었음:
세계사 (4)
미국사 (2)
행정 참여 (1)
경제 (1)

8

8

과학 (실험 포함)
다음과 같이 분배되었음:
생명 과학 (2)
물리 과학 (2)
생물 과학 또는 물리 과학 (2)

6

수학
최소 2학점의 상급 수학 (예, 지오메트리
또는 알지브라 II)

6

6

영어 이외의 언어 (LOTE)

2

61

시각 미술, 음악, 무용 및/또는 연극

2

2

체육 (매년)

4

4

보건

1

1

과학: 최소 다음의 3개 과목으로 구성된 시리즈 포함 여덟 (8) 개의
리전트 레벨 학점: 생명 환경, 화학, 물리 또는 AP 과학
수학: 최소 다음의 과목으로 구성된 시리즈 포함 여덟 (8) 개의 리전트
레벨 학점: 알지브라 I, 지오메트리, 알지브라 II

상급 과목

6

• 선수 (AP) 과목
• 칼리지 나우(College Now) 또는 CUNY 조기 대학(Early College)
과 같은 대학 학점 점수
• 인터내셔널 학사 (IB) 과목

졸업요건

리전트 졸업장
(Regents
Diploma)

2014년 9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 대상

이들 요건은 승인받은 CTE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들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은 본인의 졸업장에 기술 인증을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들 요건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방법에 가이던스 카운슬러와
상담하도록 하십시오.

• 뉴욕시 교육청-인증 대학 준비 과목2

선택과목

7

3

총

44

44

알림: 승인 CTE 시리즈 대상 학점 수 요건은 특정 프로그램 학습과정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교육 승인을 받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은 총 44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CTE 요건은
교육부장관의 규정서 100.5(d)(6)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모든
승인된 CTE 프로그램의 목록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www.p12.nysed.gov/cte/ctepolicy/approved.

1

상급 리전트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 예술 또는 CTE 인증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LOTE 2학점 만을 이수하면 되고 LOTE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이런 내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
면 뒷 면을 참조하십시오.

2

뉴욕시 교육청-인증 대학 준비 코스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십시오:http://schools.nyc.gov/Accountability/tools/report/defaul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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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요건
뉴욕주 교육부 규정 100.5 종합 2014년 5월 현재. www.p12.nysed.gov/part100/pages/1005.html 방문.

직업 및 기술 교육 학생: 시험 요건

졸업요건

미래 준비(Look Ahead)
리전트 졸업장
(Regents Diploma)

상급 리전트 졸업장
(Advanced Regents Diploma)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에 더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통해 대학과
구직 준비 정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대학과목 선이수 (AP) 시험에서 3+점 이상 기록
• 대학 학점을 “C” 또는 그 이상의 점수로 패스

리전트 시험

• 상급 리전트 졸업장 취득

최소 점수

공통핵심 영어 (ELA)†

공통핵심 수학†

통과 점수^
하나의 수학 시험
통과 점수^ :
• 대수 I,
• 기하학, 또는
• 대수 II

통과 점수^
세개 모두의 수학
시험 통과 점수^:
• 대수 I,
• 기하학, 또는
• 대수 II

세계사 및 지리

65+

65+

미국사 및 정부

65+

65+

하나의 과학
시험에서 65+ 이상:
• 생활 환경,
• 지구 과학,
• 화학, 또는
• 물리

과학

뉴욕시 영어 이외의 언어(LOTE)
시험

요구되지 않음

두개의 과학 시험에서
65+ 이상:
• 생활 환경, 및
• 지구 과학,
• 화학, 또는
• 물리
65+

• CTE 졸업 인증 및/또는 업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증 또는 라이센스
취득 가능한 시험 패스
• 예술 졸업 인증 취득
• 국제 학사 (IB) 시험에서 4+점 이상 기록

공통 핵심 리전트 시험
† 2013-14학년도부터, 뉴욕주에서는 영어 및 수학 리전트 시험을

공통핵심(Common Core) 학습표준에 맞추기 시작하였습니다.
• 2013-2014학년도에 9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 및 그 이후 신입생들은
반드시 공통 핵심에 맞춘 영어 리전트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2014년 9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 대상

이들 요건은 승인받은 CTE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들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은 본인의 졸업장에
기술 인증을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들 요건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방법에 가이던스
카운슬러와 상담하도록 하십시오.

• 2013-14 학년도, 또는 그 이후에 고등학교 수학 과정(일반적으로
Algebra)을 시작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공통핵심에 맞춘 수학 리전트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2015년 1월까지만, 학생들은 공통핵심 및 비-공통핵심 수학 리전트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더 높은 점수가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공통핵심 학습표준에 관한 상제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chools.nyc.gov/Academics/CommonCoreLibrary/ForFamilies/default.htm.

^이들 리전트 시험에 대한 통과 점수와 대학 준비 척도는 2014년 6월
이후에 결정될 것입니다. http://www.p12.nysed.gov/assessment/hsgen/ 참조.

졸업장 취득 인증: 학생들은 추가적인 코스와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것을 인증할 수 있도록 기획된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예술 인증: 학생들은 반드시 하나의 예술 분야(시각 미술, 음악, 무용 또는 연극)에서 반드시 10 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상응하는 예술 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예술 인증 상급 리전트 졸업장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LOTE 2학점 만을 이수하면 되고 LOTE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 CTE 인증: 승인된 CTE 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들은 반드시 대안적인 학점 및 평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총 이수 학점 수는 시리즈 별로 차이가 있으며 44학점이 넘어야
할 것입니다. CTE 인증 상급 리전트 졸업장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LOTE 2학점 만을 이수하면 되고 LOTE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 아너스 졸업장: 반드시 본인의 졸업장 종류에 따른 필수 리전트 시험에서 90점 또는 그 이상의 평균 점수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공통핵심 리전트 시험이 소개되었음으로, 뉴욕주
교육부에서는 해당 졸업장 인증을 위한 새로운 점수 요건을 결정할 것입니다.
• 수학 마스터 (상급 리전트 졸업장만 해당): 학생들은 반드시 세개의 수학 리전트 시험 각각의 점수가 85점 이상을 기록하여야만 합니다. 뉴욕주 교육부에서는 공통핵심 리전트
시험에 대한 해당 졸업장 인증을 위한 새로운 점수 요건을 결정할 것입니다.
• 과학 마스터 (상급 리전트 졸업장만 해당): 학생들은 반드시 세개의 과학 리전트 시험 각각의 점수가 85점 이상을 기록하여야만 합니다.

알림: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시험 요건을 충족하는데 추가적인 옵션을 갖을 수 있을 것입니다. http://www.p12.nysed.gov/speciale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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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학점
뉴욕주 교육부 규정 100.5 종합 2014년 5월 현재. www.p12.nysed.gov/part100/pages/1005.html 방문.

직업 및 기술 교육 학생: 필수 학점
상급 리전트
졸업장

미래 준비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할뿐만 아니라 다음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은
대학 및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과목-특정 시리즈

최소 학점 수

영어

8

8

사회
다음과 같이 분배되었음:
세계사 (4)
미국사 (2)
행정 참여 (1)
경제 (1)

8

8

과학 (실험 포함)
다음과 같이 분배되었음:
생명 과학 (2)
물리 과학 (2)
생물 과학 또는 물리 과학 (2)

6

6

수학
최소 2학점의 상급 수학
(예, 지오메트리 또는 알지브라 II)

6

6

영어 이외의 언어 (LOTE)

2

6*

시각 미술, 음악, 무용 및/또는 연극

2

2

체육 (매년)

4

4

보건

1

1

선택과목

7

3

44+

44+

총

과학: 최소 다음의 3개 과목으로 구성된 시리즈 포함 여덟 (8) 개의 리전트 레벨
학점: 생명 환경, 화학, 물리 또는 AP 과학
수학: 최소 다음의 과목으로 구성된 시리즈 포함 여덟 (8) 개의 리전트 레벨
학점: 알지브라 I, 지오메트리, 알지브라 II

상급 과목

• 선수 (AP) 과목
• 칼리지 나우(College Now) 또는 CUNY 조기 대학(Early College)과 같은 대학

졸업요건

리전트
졸업장

2013년 9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 대상

이들 요건은 승인받은 CTE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들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은
본인의 졸업장에 기술 인증을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들 요건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방법에 가이던스 카운슬러와 상담하도록 하십시오.

학점 점수

• 인터내셔널 학사 (IB) 과목
• 뉴욕시 교육청-인증 대학 준비 과목**

알림: 승인 CTE 시리즈 대상 학점 수 요건은 특정 프로그램 학습과정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교육 승인을 받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은 총 44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CTE 요건은 교육부장관의 규정서
100.5(d)(6)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모든 승인된 CTE 프로그램의 목록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www.p12.nysed.gov/cte/ctepolicy/.

* 상급 리전트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 예술 또는 CTE 인증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LOTE 2학점 만을 이수하면 되고 LOTE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뒷 면을 참조하십시오.

** 뉴욕시 교육청-인증 대학 준비 코스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십시오: http://schools.nyc.gov/Accountability/tools/report/defaul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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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교육부 규정 100.5 종합 2013년 5월 현재 www.p12.nysed.gov/part100/pages/1005.html 방문.

직업 및 기술 교육 학생:

리전트 졸업장

상급 리전트 졸업장

• 대학과목 선이수 (AP) 시험에서 3+점 이상 기록
• 대학 학점을 “C” 또는 그 이상의 점수로 패스

리전트 시험

• 상급 리전트 졸업장 취득

최소 점수

공통핵심 영어 (ELA)†

공통핵심 수학†

통과 점수^

통과 점수^

하나의 수학 시험
통과 점수^ :

세개의 수학 시험 통과
점수^ :

• 대수 I,
• 기하학, 또는
• 대수 II

• 대수 I,
• 기하학 및
• 대수 II

세계사 및 지리

65+

65+

미국사 및 정부

65+

65+

하나의 과학 리전트
시험에서 65+ 이상:

•
•
•
•

과학

뉴욕시 영어 이외의 언어(LOTE) 시험

생활 환경,
지구 과학,
화학, 또는
물리
요구되지 않음

두개의 과학 리전트
시험에서 65+ 이상:

•
•
•
•

생활 환경, 및
지구 과학,
화학, 또는
물리

65+

• CTE 졸업 인증 및/또는 업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증 또는 라이센스 취득 가능한
시험 패스

• 예술 졸업 인증 취득
• 국제 학사 (IB) 시험에서 4+점 이상 기록

공통 핵심 리전트 시험

졸업요건

미래 준비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에 더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통해 대학과 구직 준비
정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2013년 9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 대상

이들 요건은 승인받은 CTE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들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은 본인의 졸업장에
기술 인증을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들 요건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방법에 가이던스 카운슬러와
상담하도록 하십시오.

시험 요건†

† 2013-2014학년도부터, 뉴욕주에서는 영어 및 수학 리전트 시험을 공통핵심(Common
Core) 학습표준에 맞추기 시작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3-2014학년도에 9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 및 그 이후 신입생들은 반드시
공통 핵심에 맞춘 영어 리전트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 2013-14 학년도, 또는 그 이후에 고등학교 수학 과정(일반적으로 Algebra)을
시작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공통핵심에 맞춘 수학 리전트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2014년 6월 및 8월에만, 학생들은 공통 핵심 또는 비-공통핵심 부합 영어 및 수학
리전트 시험으로 시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통 핵심 학습표준에 관한
상제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chools.nyc.gov/Academics/CommonCoreLibrary/ForFamilies/default.htm.

^이들 리전트 시험에 대한 통과 점수와 대학 준비 척도는 2014년 6월 이후에 결정될 것
입니다. http://www.p12.nysed.gov/assessment/hsgen/ 참조.

졸업장 취득 인증: 학생들은 추가적인 코스와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것을 인증할 수 있도록 기획된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예술 인증: 학생들은 반드시 하나의 예술 분야(시각 미술, 음악, 무용 또는 연극)에서 반드시 10 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상응하는 예술 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예술 인증 상급 리전트
졸업장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LOTE 2학점 만을 이수하면 되고 LOTE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 CTE 인증: 승인된 CTE 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들은 반드시 대안적인 학점 및 평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총 이수 학점 수는 시리즈 별로 차이가 있으며 44학점이 넘어야 할 것입니다. CTE 인증 상급
리전트 졸업장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LOTE 2학점 만을 이수하면 되고 LOTE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 아너스 졸업장 반드시 본인의 졸업장 종류에 따른 필수 리전트 시험에서 90점 또는 그 이상의 평균 점수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공통핵심 리전트 시험이 소개되었음으로, 뉴욕주 교육부에서는 해당 졸업장
인증을 위한 새로운 점수 요건을 결정할 것입니다.

• 수학 마스터 (상급 리전트 졸업장만 해당): 학생들은 반드시 세개의 수학 리전트 시험 각각의 점수가 85점 이상을 기록하여야만 합니다. 뉴욕주 교육부에서는 공통핵심 리전트 시험에 대한 해당 졸업장
인증을 위한 새로운 점수 요건을 결정할 것입니다.

• 과학 마스터 (상급 리전트 졸업장만 해당): 학생들은 반드시 세개의 과학 리전트 시험 각각의 점수가 85점 이상을 기록하여야만 합니다.
알림: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시험 요건을 충족하는데 추가적인 옵션을 갖을 수 있을 것입니다. http://www.p12.nysed.gov/speciale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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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기술 교육 학생: 필수 학점
상급 리전트
졸업장

최소 학점 수

영어

8

사회

8

세계사

4

미국 역사

2

경제

1

정부 참여

1

과학 (실험 포함)

6

생명 과학

2

물리 과학

2

생명 과학 또는 물리 과학

2

수학

졸업요건

리전트
졸업장

2008, 2009, 2010, 2011 및 2012 연도에 9학년이된 학생 대상

이들 요건은 뉴욕주 승인 CTE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들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은 본인의 졸업장에 기술 인증을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들 요건의 본인 적용 여부와
방법에 가이던스 카운슬러와 상담하도록 하십시오.

미래 준비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할뿐만 아니라 다음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은 대학 및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과목-특정 시리즈

상급 과목

과학: 최소 다음의 3개
과목으로 구성된 시리즈 포함
8 리전트 레벨 학점: 생명
환경, 화학, 물리 또는 AP
과학

• 선수 (AP) 과목

수학: 최소 다음의 과목으로
구성된 시리즈 포함 8 리전트
레벨 학점:
통합 대수, 기하학 및 대수 2/
삼각함수^^

• 인터내셔널 학사 (IB) 과목

• 칼리지 나우(College Now)
또는 CUNY 조기 대학(Early
College)과 같은 대학 학점
점수
• 뉴욕시 교육청-인증 대학
준비 과목^^^

6*

영어 이외의 언어(LOTE)

6**

2

시각 미술, 음악, 무용 및/또는 연극

2^

보건 및 체육 교육

5

체육 교육

참고: 뉴욕주 승인 CTE 시리즈 대상 학점 수
요건은 특정 프로그램 학습과정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교육 승인을
받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은
총 44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4

보건 교육

1

선택과목

7 이상

총

44 이상

44 이상

졸업장 취득 인증
• 학생들은 필수 리전트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기록하면 리전트에서 아너 지정(Honors designation) 또는 상급 리전트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예술 분야(무용, 음악, 무대 또는 시각 예술) 중 한 과목에서 10학점 이상을 이수 하였으며 해당 예술 시험을 패스하였다면 리전트에서
예술 인증(Arts endorsement) 또는 상급 리전트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뉴욕주 인증 직업기술 교육 (CTE) 프로그램 등록 학생들은 반드시 CTE 졸업장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대안 학점과 평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리전트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초 레벨의 수학이나 과학 과목도 4학점 이상은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 상급 리전트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 예술 또는 CTE 인증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영어 이외의 언어 과목 2학점 만을 이수하면 되고 LOTE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 2013년 가을 CUNY 프로그램에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 중 이들 과목을 패스하지 못한 학생들은 학점이 인정되지 않은 학습중재 클래스를 이수할 것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www.cuny.edu/academics/testing/cuny-assessment-tests/faqs.html#1 참조). 이들 요건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캠퍼스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학 정보를 원하시면
www.cuny.edu/prepare 웹사이트를 검색하십시오.
^^^뉴역시 교육청 인증 대학 준비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 참조: schools.nyc.gov/Accountability/tools/report/defaul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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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기술 교육 학생: 시험 요건†
리전트 졸업장

상급 리전트 졸업장

2012-13 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
대학 준비 정도의 최소 기준*^

최소 점수

리전트 요건

종합 영어 리전트 시험

수학 리전트 시험***

65 이상

65 이상

영어 리전트 시험에서 75점
이상 기록*^

모든 수학
리전트 시험
65 이상

다음에서 65 이상:
• 통합 대수
• 기하학 및
대수 2/삼각 함수

최소 한 가지 적용 가능한
수학 리전트 시험에서 80점
이상 취득*^

세계사 및 지리 리전트 시험

65 이상

65 이상

미국사 및 정부 리전트 시험

65 이상

65 이상

과학 리전트 시험

추가적인 평가 방법

• 대학과목 선이수 (AP) 시험에서 3점 이상
기록
• 대학 학점을 “C” 또는 그 이상의 점수로 패스

다음에서 65 이상:
• 생활 환경
모든 과학 리전트
및
시험에서 65 이상 • 화학, 지구 과학
또는 물리

영어 이외의 언어(LOTE) 시험
직업 평가 시험은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에 의거합니다.

졸업요건

미래 준비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에 더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통해 대학과 구직
준비 정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상급 리전트 졸업장 취득
• 예술 졸업 인증 취득
• 국제 학사 (IB) 시험에서 4점 이상 기록

**CTE 요건은 교육부장관의 규정서
100.5(d)(6)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모든 승인된 CTE
프로그램의 목록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www.p12.nysed.gov/cte/ctepolicy/
approved.html

65 이상
패스 점수

패스 점수

2008, 2009, 2010, 2011 및 2012 연도에 9학년이된 학생 대상

이들 요건은 뉴욕주 승인 CTE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들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은 본인의 졸업장에 기술 인증을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들 요건의
본인 적용 여부와 방법에 대해 가이던스
카운슬러와 상담하도록 하십시오.

• CTE 등록 학생은 업계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인증 또는 라이센스 취득 가능한 시험 패스

† 학생들은 AP 시험, SAT 과목 시험 및 기타 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를 기록함으로써 리전트 졸업장 취득을 위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우수 리전트 졸업장 및/또는 아너 지정
졸업장을 취득하는 학생들은 최다 두 개의 뉴욕주 교육부 승인 대안 시험을 졸업장 취득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은 또한 SAT, ACT, 및 CUNY 평가 시험(CAT)을 포함한 대안 CUNY 평가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대학 준비도를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2013년 가을 CUNY 프로그램에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 중 이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은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학습중재 클래스를 이수할 것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www.cuny.edu/
academics/testing/cuny-assessment-tests/faqs.html#1 참조.) 이들 요건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캠퍼스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학 정보를 원하시면
www.cuny.edu/prepare 웹사이트를 검색하십시오.
***수학 A 또는 수학 B 리전트 시험을 패스한 학생들은 대한 시험 요건과 관련된 이전 졸업 요건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수학 A 또는 수학 B는 각 각 2009년 1월 및 2010년 6월에 마지막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알림: 2008년 9학년으로 입학한 일반 교육 학생들은 로컬 졸업장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리전트 및 상급 리전트 졸업장 취득을 위해 반드시 모든 필수 리전트 시험을 65점
또는 그 이상의 점수로 패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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