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세계 최상의 학생들 
 

버지니아주 졸업생 프로필 
버지니아주에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경험한  
모든 학생들은 다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적합한 학업적, 기술적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함 

내용 관련 지식 생산적 실무 능력, 자질 및 
행동을 습득하고 보여줌 

 
 

 
 
 

직업 계획          실무 능력 
 
 
 
 

지식, 능력 및 개별 
관심사를 취업 기회와 맞춤 

 
 
 

지역사회 및 시민의 의무 

 
다양한 지역사회와 상호 
교류하고 가치를 창출함 

 
 
 
 

C로 시작하는 5가지 
학생들이 버지니아주 졸업생 프로필 
충족을 준비하는 동안 학교는 
학생들이 다음의 "C로 시작하는 
5가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 
•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 
• 소통 (Communication) 

• 협동 (Collaboration) 
• 시민 정신 (Citizenship) 

직업 탐색 및 계획 
버지니아주 졸업생 프로필의 직업 계획 요소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탐색하는 고용 선택 및 취업 경로에 관해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졸업장 
취득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표준 학습 (SOL) 

시험 횟수를 줄임으로써 새로운 기준들은 학교가 
대학, 취업 및 시민으로서 준비를 증진하는 
작업 기반 및 서비스 학습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높입니다. 

 



졸업 요건 
2018-19학년도 및 그 이후에 9학년으로 진학 

 
 

일반 졸업장 
과목  필수 표준 학점  필수 인증 학점 

영어 4 2 
수학 3 1 
과학 3 1 
역사/사회 3 1 
보건 및 2 
체육 
국제어, 2 
순수 예술 또는 직업 
직업 및 기술 교육 
경제 및 1 
개인 재무 
선택 과목 4 

총 22 5** 

고급 졸업장 
과목  필수 표준 학점  필수 인증 학점 

영어 4 2 
수학 4 1 
과학 4 1 
역사/사회 4 1 
국제어 3 
보건 및 2 
체육 
순수 예술 또는 직업  1 
직업 및 기술 교육 
경제 및 1 
개인 재무 
선택 과목 3 

총 26 5** 

보정 졸업장 - 학생들은 개별 교육 프로그램에 요약된 목표를 충족해야 함 
추가 졸업 요건: 

• 1개의 고급 과정 또는 CTE 인증 시험 선택 및 통과 
• 1개의 가상 과정 선택 및 통과 
• 응급처치/AED/CPR 훈련 

** 연방 정부 요건 및 졸업 요건 모두를 충족하기 위해 특정 고등학교 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은 SOL 학년말 시험을 보도록 요구합니다. 
이 두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의 경우 버지니아주 공립 고등학교에 등록하는 동안 추가의 SOL 학년말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학생 및 학부모들을 위한 자원 
 
 

Naviance Student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자녀의 학교 상담교사는 
9학년을 시작할 때 등록 및 로그인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분은 자녀 
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대학, 취업, 

장학금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Naviance Student 

웹페이지, https://bit.ly/2MVEuty는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모든 Prince William 
카운티 고등학교 웹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Virginia Wizard 
버지니아주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 선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부모 및 학생들은 
꼭 참조하기 바랍니다. Virginia Wizard 
웹페이지, www.vawizard.org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학생 서비스 사무처 
고등학교 기간 동안 학문, 직업 및 사회적/정서적 
경험을 통해 학부모 및 학생들을 지원하는 
온라인 자원입니다. 학생 서비스 사무처 
웹페이지,  www.pwcs.edu/department/ 
STUDENT_SERVICES는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http://www.vawizard.org/
http://www.pwcs.edu/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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