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진학/취업 준비 지표 이해하기:
준비 완료
대학 진학/취업 준비 지표는 지역 교육 기관(LEAs)과 학교가 학생들의 졸업 후 성공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
결과를 제시합니다. 이 측정 지표에서 졸업생이 준비 완료(Prepared) 단계로 분류되려면 준비 완료의 기준 중 적어도
1 개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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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터 밸런스
종합 평가(Smarter
Balanced Summative
Assessments)
영어/문해(ELA)와
수학 모두 3
수준(“기준 달성”)
이상의 점수

대학 과목
선이수제
(Advanced
Placement,
AP) 시험
2개의 AP
시험에서
3점 이상

국제학력평가시험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시험
2개의 IB 시험에서
4점 이상

대학 학점 코스(College
Credit Courses)
2개의 학기, 3개의
쿼터 또는 3개의 3개월
학기의 대학 학점이
인정되는 학과목/직업
기술 교육(Career
Technical Education)
과목에서 C- 학점 이상

캘리포니아 주 이중
언어 인증(State Seal
of Biliteracy, SSB)
SSB 인증 그리고
스마터 밸런스 종합
평가의
ELA에서 3수준
이상의 점수

지도력/군사학
2년의 지도력/
군사학 과정, ELA
또는 수학에서
3수준 이상의
점수,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 2
수준 (“기준 근접”)
이상의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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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기술 교육(Career Technical Education, CTE) 진로
캡스톤 교과 과정에서 C-학점 이상 그리고 아래 추가 기준
중 하나를 포함하는 진로 수료:
● 스마터 밸런스 종합 평가:
ELA에서 3수준 이상, 그리고 수학에서 최소한 2수준,
또는 수학에서 3수준 이상, 그리고 ELA에서 최소한 2
수준 이상
● 1개의 학기/2개의 쿼터/2개의 3개월 학기의 대학 학점이
각각 인정되는 학과목/직업 기술 교육(CTE) 과목에서 C학점 이상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캘리포니아 주 책임 모델 및 학교
Dashboard (대시보드) 웹 페이지,
https://www.cde.ca.gov/ta/ac/cm/index.asp 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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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California (UC) 및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SU) a–g
필수 과정
a–g 필수 과정에서 C- 학점 이상 그리고 아래 추가
기준 중 하나 완료:
● 스마터 밸런스 종합 평가:
ELA에서 3수준 이상, 그리고 수학에서 최소한 2수준, 또는
수학에서 3수준 이상, 그리고 ELA에서 최소한 2수준 이상
● 1개의 학기/2개의 쿼터/2개의 3개월 학기의 대학 학점이 각각
인정되는 학과목/직업 기술 교육(CTE) 과목에서 C- 학점 이상
● 1개의 AP 시험에서 3점 또는 1개의 IB 시험에서 4점
● CTE 진로 완료
2019년 10월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