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버튼 교육구 2020 학년도 졸업하는 길 안내 
다음은 고등학교 5, 6년 차 학생을 포함한 현재 모든 1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일정: 
4월 13일 12학년 교사는 휴교 시작인 3월 13일 학습 평가에 기초해 2학기 성적을 

통과함(Passing, 또는 P) 또는 불완전(Incomplete, 또는 I)으로 표기함. 

4월 14-30일 카운슬러는 모든 12학년들에게 연락해 개별 학습 계획을 의논함. 

추후 일정 통보 연기된 졸업식 또는 가상 졸업식

8월 31 일        2020년도 졸업생 졸업 필수요건 완료 마감일 

직업 교육(Career Education) 학점: 
● 이 요구 사항은 ODE에 의해 일시 중지되었음
● 9-12학년 동안 경험한 것에 의해 모든 12학년 학생에게 학점이 주어짐.
● 시니어 프로젝트나 다른 필수 요건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음.

필수 능력(Essential Skills) 성적: 
● 이 요구 사항은 ODE에 의해 일시 중지되었음.
● 기본 학습 능력 측정인 Essential Skills에 관해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음.

성적: 
● 3월 13일에 A-D 성적을 받은 12학년 학생에게 Passing (P)이 주어짐.
● 3월 13일자로 최소한 D 를 받지 못한 12학년 학생에게 Incomplete (I)이 주어짐.

3월 13일 이전에 평가받은 것에서 계속 노력하여 Passing (P)를 받을 만한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허락됨.

● Pass (P)를 받던지 Incomplete (I)를 받던지 평점(GPA)에는 영향이 없음. Incompletes을
받더라도 2020 봄 성적이 F로 바뀌지는 않음.

학생들을 위한 다음  단계: 

4월 13일에 “I”를 받는 과목이 있는 학생은: 
➢ 그 과목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아닌 경우, 학생은 벌점 없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음. 그
과목은 성적증명서에서 제외됨.

➢ 그 과목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인 경우, 학생은 passing을 받을 때까지 그 과목을 계속함.
➢ 그 과목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고, 비버튼 온라인 학습인 BSD Flex로 변환되면, 교사는
학생과 카운슬러에게 달성해야 하는 학습 목표 요약을 제공함.

4월 13일에 졸업 필수 요건에 도달하게 되는 학생이 할 수 있는 선택: 



➢ Passing (P)을 받은 과목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음 (하지만 학생 기록인 Synergy 시스템에는 
그대로 있게 됨). 

➢ Passing (P)을 받은 과목을 6월 5일까지 계속함. 교사들은 피드백과 지원해 줌. 하지만 추가로 
성적이 주어지지는 않음.  

➢ 대학교와 고등학교 이중 학점 과목 계속함. 대학교 성적증명서에는 알파벳으로 학점이 주어질 
수 있으나, 비버튼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에는 Passing (P)로 표기됨.  

➢ AP 과목들을 AP 시험 준비를 위해 계속함.  College Board Updates for AP Students 
➢ IB 과목들을 IBO에서 요구하는 것을 완료하기 위해 계속함. IBO Updates for DP and CP 

Students 
 
4월 13일에 졸업 필수 요건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학생이 할 수 있는 선택: 

➢ 카운슬러가 학생과 학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함. 8월 31일까지 완성하여 2020년 
졸업생이 되기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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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pcoronavirusupdates.collegeboard.org/students
https://www.ibo.org/news/news-about-the-ib/covid-19-coronavirus-updates/
https://www.ibo.org/news/news-about-the-ib/covid-19-coronavirus-updates/
https://www.oregon.gov/ode/students-and-family/healthsafety/Documents/Graduation%20Pathways%202020%20Guidance.pdf?utm_medium=email&utm_source=govdelive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