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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자격 요건
평균 학점 — 누적 평균 학점은 모든 졸업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우등 졸업: 3.0부터 3.5 | 준최우등 졸업: 3.5+부터 3.8 | 최우등 졸업: 3.8+ 이상

Hawai‘i 주 고등학교 졸업장은 아래 최소 과정 요구 사항과 학점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수여됩니다.

과정 요구 사항*

HAWAI‘I 주 고등학교 졸업장
4.0학점, 다음 과정 포함:

영어

• 영어 언어 예술 1 (1.0학점); 및
• 영어 언어 예술 2 (1.0학점); 및
• 설명문 작문** (0.5학점); 및
• ELA 기본 선택 과목 (1.5학점)

4.0학점, 다음 과정 포함:
사회

• 미국 역사와 정부 (1.0학점), 및
• 세계사 및 문화 (1.0학점); 및
• Hawai‘i 주 현대사 (0.5학점); 및
• 민주주의의 참여 (0.5학점); 및
• 사회 기본 선택 과목 (1.0학점)

3.0학점, 다음 과정 포함:
수학

과학

• 대수학 1 (1.0학점); 및
• 기하학 (1.0학점); 및
• 수학 기본 선택 과목 (1.0학점)

3.0학점, 다음 과정 포함: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항목에 대한 우등 졸업 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Hawai‘i 주 고등학교 졸업장 수여 기준을 충족함과
함께 누적 GPA 3.0 이상을 유지하여 아래 과정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성적 우등생

경력 및 기술 교육(CTE) 우등생

4학점, 수학: 4학점에는 반드시 대수학 2 승인된 CTE 프로그램이나 연구 프로그램에서 2개의 과정을 연속으로
과목에서 1학점과 대수학 2 이상의 과목에서 완료해야 합니다.
1학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수학 2 이상의 • 해당 2개의 연속 과정 중 각 과정에서 B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학점은 다음 과목이나 이와 동등한 러닝
스타트(Running Start) 수학 과정을 통해
취득되어야 합니다: 대수학 3, 삼각법, 분석
기하학, 기초 미적분학, 확률, 통계, 대학 수학
입문, 미적분학, AP 미적분학, AP 컴퓨터 과학
A, AP 컴퓨터 과학 원리, IB 수학, 또는 IB
수학 표준 레벨

1.0학점, 다음 과정 포함:

• 평생 건강을 위한 체육 교육 (0.5학점);
• 체육 기본 선택 과목 (0.5학점)

건강

0.5학점: 건강, 오늘과 내일

개인별 전환 계획

0.5학점

선택 과목

6.0학점

합계

24.0학점

*DOE는 동등한 학점 과정을 요청 및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는 동등한 과정.

및
• 이와 동등한 프로그램이나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성취도 기반 평가에서
능력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월해야 합니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우등생

4학점, 수학: 4학점에는 반드시 대수학 2과목에서 1학점과 대수학 2
이상의 과목에서 1학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수학 2 이상의 학점은
및
다음 과목이나 이와 동등한 러닝 스타트(Running Start) 수학 과정을
4 학점 , 과학 : 4 학점 중 , 1 학점은 반드시 통해 취득되어야 합니다: 대수학 3, 삼각법, 분석 기하학, 기초 미적분학,
생물학 1 또는 그와 동등한 IB 생물학, 또는 확률, 통계, 대학 수학 입문, 미적분학, AP 미적분학, AP 컴퓨터 과학 A,
AP 생물학 과정에서 취득되어야 합니다
AP 컴퓨터 과학 원리, IB 수학, 또는 IB 수학 표준 레벨
및

최소 2학점, AP/IB 과정
/러닝 스타트(Running Start) 과정

및

4학점, 과학: 이들 중, 1학점은 반드시 생물학 1 또는 그와 동등한 IB
생물학, 또는 AP 생물학 과정에서 취득되어야 합니다
및

• 생물학 1 (1.0학점); 및
• 과학 기본 선택 과목 (2.0학점)

세계 언어, 미술, 또는 경력 및
2.0학점, 위의 목록 중 한 가지 과정에서
기술 교육(CTE)/JROTC
체육

우등 졸업 증서 요구 사항

승인된 ACCN 과정 중 한 과정에서 STEM 캡스톤 프로젝트(Capstone
Project)를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세계 언어:
2 학점 , 한 개의 세계
과정 . 해당 학점은 한
언어 과목에 대해
번호가 연속적인 수업을
취득되어야 합니다.

또는
언어
개의
과정
통해

예술: 2학점, 시각 예술과
공연 예술을 포함하는
예술 과목. 학점은 한 가지
분야에서 취득되지 않아도
됩니다.

졸업식
학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졸업장 또는 수료증 수여 요건 충족;
2) 재정적 의무 완료; 및
3) 교육부에서 제정한 바에 따라 명확성, 합리성 및
정당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타 조건의 충족.

또는

경력 및 기술 교육 (CTE): 2 학점 ,
한 개의 경력 경로 프로그램을 위한
연속된 과목, 또는
청소년 학군단 (JROTC): 2 개의
연속적인 JROTC 과정을 수료하면
졸업장 수여 요건을 만족하는 CTE 2
학점이 충족됩니다.

이중 언어 인증 씰
Hawai‘i 주 교육위원회에서 제정한 명예로써 아래와 같은 능력을
보여준 졸업생에게 수여됩니다:
• 두 개의 주 공용어 ( 영어와 하와이어 ) 를 모두 매우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 또는
• 주 공용어 중 한 가지와 미국 수화(American Sign Language)를
포함한 기타 언어를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
자격 기준을 포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bit.ly/HISea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