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Fairfax County 
I PUB LI C SCHOOLS 
~ ENGAGE • INSPIRE • THRIVE 

KOREAN 

특수교육 졸업 요건/졸업장 선택 
(버지니아 규정 8 VAC 20-131-50 과 8 VAC 20-131-51) 

졸업장을 얻기 원하는 학생의 졸업 요건은 학생이 처음으로 9 학년을 시작할 때부터 효력을 갖게 됩니다 . 

일반 또는 고급 학업 졸업장을 얻기 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요구하는 수의 일반 학점과 인증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 
• 일반 학점은 학생이 공부한 과목을 통과하였을 때 얻게 됨 .* 
• 인증 학점은 학생이 과목을 통과하고 해당 과목의 학년말 표준 학습 (SOL) 시험을 통과하였을 때에 얻게 됨 .* 

*어떤 경우에는 학생이 일반 그리고 /또는 인증학점을 얻기 위해 추가 과목 , 학생의 역량 또는 항소 절차를이용할 수 있음 . 자격을가진 장애 학생은 일반 졸업장을얻을수 있도록 학점 
취득을 위한 편의 조치 사용의 기회를 가짐 . 학점 취득을 위한 편의 조치 사용은 학생들이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또는 504 계획을 위한 위원회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아야 함 . 졸업장, 
졸업 요건 , 학과목 계획 선택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학생이 9 학년을 시작한 학년도를 근거하여 해당 링크로 가기 바람 . 

처음으로 9 학년이 된 학생들: 일반, 고급 학업, 그리고 수정된 일반 (2012-13 학년도 또는 그 이전에 9 학년을 시작한 학생들을 위한) 
졸업장을 위한 졸업 요건 

2011-12 학년도 이전 https://www.fcps.edu/academics/graduation-requirements-and-course-planning/first-time-ninth-graders-prior-2011-12 

2011-12 학년도 및 
2012-13 학년도 

https://www.fcps.edu/academics/graduation-requirements-and-course-planning/first-time-ninth-graders-2011-2012-and-2012 

2013-14 학년도 및 
2015-16 학년도 

https://www.fcps.edu/academics/graduation-requirements-and-course-planning/first-time-ninth-graders-2013-2014-through-2015-2016 

2016-17 학년도 및 
2017-18 학년도 

https://www.fcps.edu/academics/graduation-requirements-and-course-planning/graduation-requirements-first-time-ninth 

2018-19 학년도 및 이후 https://www.fcps.edu/graduation-requirements-and-course-planning/first-time-ninth-2018-19 

실용 학업 졸업장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다른 졸업장 취득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장애 학생은 실용 학업 
졸업장을 수여받게 됨 . 

버지니아 교육부의 실용 학업 졸업장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http://www.doe.virginia.gov/instruction/graduation/applied_studies/index.shtml 

추가 질문은 아래와 같은 FCPS 사무처들 가운데 해당 사무처로 연락하기 바람 : 

특수교육 학습 사무처 또는 직업 및 전이 서비스 사무처 

FCPS 자원들 
졸업장 , 졸업요건 , 학과목 계획 선택을 위한 자세한 정보는 www.fcps.edu/diplomas 를 방문하기 바람. 

특수교육 학습 사무처:  571-423-4100 적법 절차 및 적격 사무처: 571-423-4470 학교 상담 사무처: 571-423-4420 직업 및 전이 서비스 571-423-4150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특수교육 학습 사무처                 2018 년 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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