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및 향후 계획
(High School & Beyond Plan)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년: (동그라미 표시) 7,8,9,10,11,12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졸업 연도: ___________________

ESHB 2224의 통과로 모든2017~18학년도 학생의 고등학교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새로운 요건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및 향후 계획(HSBP)은 다음 세 개의 질문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 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나? 이 계획은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고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데 필요한 졸업 요건입니다. 7학년 또는
8학년을 시작으로 관심 직업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12학년까지 계속해서 해당 계획을 개발하고
수정할 것입니다. 학교 지도교사, 상담가 및/또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 “개별화 경로”라는 본인만의
개별 계획을 세우고 관심사 또는 중등과정 후 계획의 변화에 따라 매년 계획을
조정합니다(고등학교 졸업 다음 연도 계획). 고등학교 졸업 후 목표에는 4년제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2년제 커뮤니티 대학 또는 기술 전문대학, 견습 기간 프로그램, 산업 표준 수료증 프로그램,
군사 훈련 또는 현장 훈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및 향후 계획의 필수 요소
1. 관심 직업 인벤토리를 이용하여 직업 목표 확인.
2. 교육 목표 확인.
3. 졸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업 및 교육 목표와 맞는 개별화된 개별화 경로를 지닌 4년제 과정
계획.
4. 12학년 말까지 현재 이력서 또는 활동 기록.
5. 주 평가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 계획에는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중재 및 학업 지원, 추가 과정 또는 둘 다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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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및 향후 계획은 고등학교 경험을 안내하고 중등과정 후 교육 또는 훈련 및 직업 준비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 계획은 귀하의 평가 결과,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검토 및 명시된 목표 달성의
진행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관심사, 목표 및 필요성의 변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생성 시작하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 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나?

나의 계획
1. 관심 직업 인벤토리
직업 및 교육 열망에 대해 알기 위해 매년 관심 직업 인벤토리 또는 평가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커리어 브릿지(Career Bridge): http://www.careerbridge.wa.gov/Survey_Cluster.aspx
► 커리어 원스톱(Career One Stop): https://www.careeronestop.org/toolkit/careers/interestassessment.aspx
► 사전 CTE(Advance CTE): 직업군에 대한 관심도 조사(Interest Survey for Career Clusters):
https://careertech.org/student-interest-survey
► 미국 직업 전망 안내서(US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https://www.bls.gov/ooh/

나의 관심 목표 직업:

2. 교육 목표
지침이 되는 관심 직업을 사용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하고 싶은 일을 위한 교육 목표는 다음의
중등과정 후 경로 링크를 사용하여 탐색할 수 있습니다.
► 워싱턴 주 4 년제 공립 전문대학: http://www.wsac.wa.gov/college-admissions
► 워싱턴 주 2 년제 커뮤니티 또는 기술 전문대학: https://www.sbctc.edu/our-colleges/searchcollege-program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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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년제 및 2 년제 대학(다른 주/사립)
o 대학 위원회의 큰 미래: https://bigfuture.collegeboard.org/
o Peterson 의 대학 정보 가이드: https://www.petersons.com/collegesearch.aspx#/sweeps-modal
► 학습 프로그램: http://www.k12.wa.us/careerteched/ProgramsofStudy.aspx
► 업계 표준 수료증 프로그램 및 직업군: http://www.k12.wa.us/CareerTechEd/clusters/
► 견습 기간 프로그램: http://www.lni.wa.gov/tradeslicensing/apprenticeship/
► 견습 기간 학습 프로그램:
http://www.k12.wa.us/careerteched/pubdocs/ProgramsofStudyandApprenticeshipAlignmentGrid.pdf
► 군사 훈련: http://todaysmilitary.com/

나의 교육 목표:
(하나 이상 선택 가능):

이루기 위한 방법
3. 나의 4 년 과정 계획
안내: 고등학교에서 매년 수강 한 (또는 수강 할) 강좌를 아래에 기재하십시오. 대학을 위한 워싱턴 지역/주
졸업 요건 및 중등과정 후 입학 요건을 주의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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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영역

9 학년

10 학년

11 학년

12 학년

영어
졸업 요건 ______
입학 요건 ______

수학
졸업 요건 ______
입학 요건 ______

과학
졸업 요건 ______
입학 요건 ______

사회
졸업 요건 ______
입학 요건 ______

보건 및 체육
졸업 요건 ______
입학 요건 ______

*미술 또는 PPR
(평가지상에 기록)
졸업 요건 ______
입학 요건 ______

*세계 언어 또는 PPR
(평가지상에 기록)
졸업 요건 ______
입학 요건 ______

직업 기술 - CTE
졸업 요건 ______
입학 요건 ______

일반 선택과목
졸업 요건 ______
입학 요건 ______

총 학점
졸업 요건 _____
요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지역 졸업 요건: 지역 요건(주요건을 초과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학군 정책을 참조

•

워싱턴 주 졸업 요건: OSPI www.k12.wa.gov 또는 주 교육위원회 www.sbe.wa.gov

•

학업 및 입학 프로그램 요건: 특정 기관의 입학 요건 또는 워싱턴 주 학습 성취 위원회(Washington Student Achievement Council,
http://www.wsac.wa.gov/) 참조

PPR = 2019 년도 졸업자 및 이후 졸업자를 위한 고등학교 및 향후 계획에 기반한 개별화 경로 요건(Personalized Pathwa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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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개별화 경로(PPR) 평가지 (2019 년도 및 이후 졸업자)
개별화 경로 계획에 이용할 수 있는 24 학점 중 필수 핵심 17 학점 이외에 총 7 개 과정이 있습니다.
개별화 경로의 정의
► 졸업 요건 및 특정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 또는 교육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하여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 여러분, 학부모/후견인, 학교 지도교사, 상담가 또는 교사와 협력하여 만들었습니다.
► *관심 직업 및 교육 목표에 기반한 4 년 과정 계획에서 선택한 “개별화 경로” 과정으로
대체하지 않는 한, 추가 1 개의 순수 미술과 2 개의 세계 언어 과정이 요구됩니다.
► 4 개 선택과목 및 17 개 핵심 과목과 함께 이 3 개 선택은 직업 및 대학 준비 졸업장에 필요한
24 학점을 완성합니다.
1. *나의 개별화 경로 과정을 위해, 관심 직업 및 교육 목표에 기반하여 다음의 과정을 수강하여 졸업
요건을 충족할 계획입니다.
2 개의 미술 또는 1 개의 미술(졸업하려면 한 개의 미술 수료 요구됨) 수료를 위해
_______________________을(를) 수강할 계획입니다.
2 개의 세계 언어 수료 또는 세계 언어 비수료를 위해. 다음 두 과목을 수강할 계획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및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관심 직업은 수강하는 과정이나 수강할 과정과 어떻게 관련되나요?

3. 수강하는 과정이나 수강할 계획이 어떻게 직업 경로 또는 대학 전공과 관련되나요?

4. 중등과정 후 계획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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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의 목표, 계획 및 과목 선택과 관련하여 누구에게 문의할 것입니까? 정규 졸업 계획 및 중등과정 후
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시한은 언제인가요?

6. 그 과정에 마음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계획수정에 대해 누구에게 문의할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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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평가, 결과 및 이중 학점
2017~2018 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및 향후 계획은 고등학교 평가 결과를 생각하여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필수사항
주 평가

나의 성적/결과(CAA/CIA)

 스마터 밸런스드(Smarter Balanced) 평가
영어(ELA)
수학
과학
 기말시험 또는 지방 시행 시험
 기말시험 또는 지방 시행 시험
 대안책 - 명시하십시오:
대안책 - 명시하십시오:

선택사항
취업 및 대학 진학 준비 평가
 PSAT 독해 ______
 SAT 독해 ______

나의 합산 점수

수학 ______
수학 ______

작문 ______

 ACT 독해 _____ 수학 ______ 작문 ______ 사회과학 ______
 ASVAB
 대학 배치 시험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학 전환(Bridge-to-College) 과정

나의 성적

 영어
 수학

대학 학점을 위한 이중 학점 과정 시험

나의 점수, 학점 및/또는 성적

 조기진급 배치(AP, Advanced Placement)
 국제학력인증(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캠브리지 국제시험(CI, Cambridge International)

대학 학점을 위한 이중 학점 과정
 러닝 스타트(Running Start)
 고등학교 내 대학학점 이수(College in the High School)
 기술 전문대학 준비(Tech Prep)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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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성적증명서 및 진척도 검토
2017~2018 년을 시작으로 명시된 목표를 위한 성적/성적증명서 및 진척도를 검토하고, 관심사, 목표
및 필요 사항을 필요 시 수정해야 합니다.
 학교 지도교사/삼담가와 성적증명서 및 진척도 검토

날짜:

4. 이력서 또는 활동 기록
고등학교 및 향후 계획에는 12 학년 말까지 최종 이력서가 포함돼야 합니다. 이력서 또는 활동
기록은 본인을 소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취업, 인턴쉽 또는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필요하고 대학 지원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력서 또는 활동 기록은 경험, 할
수 있는 사항, 특수한 기술, 재능, 리더십 및/또는 운동 능력을 포함한 기타 내용이 요약되어야
합니다.

이력서 또는 활동 기록 만들기
좋은 이력서 또는 활동 기록은 4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 연락처 정보. 이력서 또는 활동 기록의 상단에는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흔히 페이지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두드러지도록 큰 글씨 포인트 또는 굵은
글씨체로 이름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공백과 11 포인트보다 큰 폰트 또는 포인트
크기를 사용하여 이력서 또는 활동 기록을 읽기 쉽게 만드십시오. 가독성 향상을 위해
산세리프 폰트인지 확인하십시오. 연락처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돼야 합니다.
– 이름
– 주소(선택 사항)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목표. 왜 직업을 갖길 원하나요? 왜 중등과정 후 기관에 입학하거나 장학금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목표는 보통 한두 문장의 짧은 진술로 구성됩니다.
► 기술 및 강점. 이 섹션에는 기술, 관심사 및 능력을 작성합니다. 보수를 받는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인가요? 아마도 어린
학생을 가르친 경험이 있거나 웹 사이트를 개발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학교에서 출마했거나 학교 행사를 조직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과 강점에 대해
기술할 때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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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을 완성하기보다 짧은 요점을 사용하십시오. (예: 폭풍 피해자를 위한 모금 행사

조직)
–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예: 주도, 조직, 관리, 제작, 개발)
– 강점을 서술하기 위해 부드러운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예: 친화적, 의사소통 기술,

시간 준수 능력, 팀워크 쌓기, 적응력, 문제 해결 능력, 책임감, 신뢰성)
– 성과를 수량화하기 위해 숫자와 퍼센티지를 사용하십시오. (예: 지진 피해자를 위한

모금 행사 조직으로 5,000 달러 모금)
– 과학 기술 또는 컴퓨터 기술을 기술하십시오. (Microsoft Office 및 Adobe Flash 능숙)
► 경험. 이 섹션에는 보수를 받는 직업, 자원봉사 활동 및 특히 리더십, 기술 및/또는 헌신을
보여주는 특별교육활동을 작성합니다. 각각 간단히 기술하십시오. 수상 경력 또는 기타
표창 경력을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이력서 또는 활동 기록
이 가이드를 이용하여 이력서 또는 활동 기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정보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 (작성한 번호가 연결 가능한지, 전문적인 이메일 주소인지 확인하십시오.)

목표: (취업 지원을 할 경우, 직업을 원하는 이유와 무엇을 배우려는 지 설명하십시오. 당장 취업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지역 사회에서 일하기 원하는 본인의 기술을 작성하십시오. 대학이나
장학금 신청을 위한 개인적 진술 기록을 위해 활동 기록을 사용하는 경우 리더십 역할, 목표 또는
특수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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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강점: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여 요점을 나타내십시오. 직업 및 기술 과정, 증명서,
대학 학점 및 예비 견습기간 증명서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경험: (직책/직무 및 해당 직책의 주요 책임이나 했던 일, 근무 또는 자원봉사 경험을 나타내고 학교
또는 소속된 지역 사회 기반 그룹에서 이룬 성취 사항을 나열하십시오)

활동/육상, 리더십 역할, 재능, 수상, 지역사회 봉사: (본인의 지위를 작성하고 가입한 그룹에서의
성과를 기술하십시오.)

5. 11 학년 이전 주 평가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추가 요건
고등학교 졸업 기준 및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중재, 지원 또는 특정
과정은 HSBP 의 교육 및 직업 목표에 대해 엄격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과정 선택 또는 일정 변경에 대한 우선순위

 학점 회복 과정

 정규 졸업 “준비 상태” 계획에 대한 상담

 보충 강좌

 빈번하게 진전도 확인을 하는 학업 중재

 개인 교습/멘토링

 사회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학교 상담 연결

 부모/후견인/교사/상담가 컨퍼런스

 이중 학점 과정(AP, IB, CI, College in the HS,

 출석 계약

Running Start, Tech Prep)

 연장 수업일 기회

 직업 및 기술 동등 과정
 전환 과정(대학 전환(Bridge to College) 수학

및/또는 영어)
 자격 평가를 하는 지역 교육구 결정 과정

 여름학교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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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중재:
선택한 전략:

일정:

결과:

일정:

결과:

나의 학업 지원:
선택한 전략:

8 학년 학생 대상 추가 요건
► 중등학교 주 평가에서 수학 3 레벨을 획득하지 못한 8 학년 학생
 레벨 3 이하의 중등학교 수학 주 평가 점수를 받은 학생은 9 학년과 10 학년 모두 수학

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수학을 대신해 직업 및 기술 과정을 포함시킬 수 있음).

► 주 평가에서 레벨 3 을 획득하지 못한 8 학년 학생
 9 학년에 입학하기 전에 학생 학습 계획을 완료하십시오

(http://www.k12.wa.us/studentlearningplan/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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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후견인 서명: (선택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
ESHB 2224 (2017): “학군은 고등학교 및 향후 계획의 개발과 업데이트 과정에 부모와 후견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권장됩니다.”
E2SSB 6552 (2014): “수학의 세 번째 학점 및 과학의 세 번째 학점 내용은 학생의 관심사와 학생의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또는 학교 지도교사 또는 교장이 동의한 고등학교 및 향후 계획을
기반으로 학생이 선택해야 합니다.”

평가에 대한 추가 정보
2014 년도~2018 년도 졸업자에 대한 주 속결 평가 이의제기 면제
http://www.k12.wa.us/Assessment/GraduationAlternatives/ExpeditedAppeals.aspx

주 평가 학업성취증명서(Certificate of Academic Achievement, CAA)
http://www.k12.wa.us/assessment/GraduationAlternatives/Options.aspx
학습결과물평가(COE)는 2017~18 학년도부터 제외됩니다.
http://www.k12.wa.us/assessment/GraduationAlternatives/default.aspx

► SAT/ACT 수학 또는 영어(ELA) 영역 점수

► 고등학교 및 향후 계획(ELA 또는 수학을

► GPA 비교(GPA 3.2 이상이어야 함)

대신해 CTE 가 포함될 수 있음)에

► 조기 진급(AP)/국제학력인증(IB) 시험

명시된 대로 자격 평가를 지닌 2018~19

점수
► 이중 학점 과정

지역 교육구 결정 과정 대상
► 2018~19 고등학교 전환 과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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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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