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위한 2020 년 6 월 졸업 요건에 관한 정보 업데이트
다시 알려드리지만, 2020 년 6 월 및 8 월 리전트 시험들이 취소되었습니다. 귀하의 학생이 2020 년 6 월
리전트 시험을 치려 하였다면 졸업을 위해 하나 이상의 리전트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의 면제는
학생이 졸업을 위해 그 시험을 패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여전히 반드시
과목을 패스하여야 합니다. 만약 모든 리전트 시험의 면제를 수락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학생이 모든 과목
학점을 이수하자 마자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분이 2020-21 학년도에 고등학교에 남아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신다면 리전트 시험 몇 개 또는 전부를
면제받지 않도록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리전트 시험 면제를 받지 않는 것을 선택하셨다면, 학생은 리전트
시험이 2020-21 학년도에 실시될 때 이 시험을 패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결정을 번복하실 수 없으며
학생은 더 이상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어떤 리전트 시험 면제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학생이 21 세가 되는 학년도까지 모든 필수 리전트 시험 또는 세이프티 네트(safety net) 요건들을 패스하지
못한다면, 졸업장을 취득하고 졸업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고등 학교 이후의 자녀분의 다음 인생 계획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귀하의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의 직원들인 여러분께서 자녀를 위한 최고의 결정을 내리 시도록 도와드리게 위해 이들 옵션에 대해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학생이 리전트 면제로 인해 졸업할 자격이 있다면, 이메일 또는 조사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셨다면, 학교에서 귀하의 학생을 위해 귀하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알 수 있도록 반드시 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IEP 를 갖고 있으며 고등학교에 5 년째 또는 6 년째 돌아와 공부하기로 계획하셨다면 귀하의 결정과
함께 이메일에 답하지 않으신다면 졸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당 이메일에서 다음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옵션 1 - 모든 면제 수용: 저는 제 학생을 위한 모든 리전트 면제를 수용할 것입니다. 저는 제 학생이
모든 과목 학점을 이수한다면 졸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귀하의 선택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이 이메일에 “I accept all waivers”라고 답해 보내주십시오.

•

옵션 2 - 모든 면제 거부: 저는 제 학생을 위한 어떤 리전트 시험 또는 CDOS 요건도 면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선택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이 이메일에 “I decline all waivers”라고 답해
보내주십시오.
o 저는 제가 이 옵션을 선택한다면 올 해 제 학생이 졸업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o 저는 제 아이가 21 세가 되는 해 학년도 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때 중 먼저 해당되는
해까지 무료로 지속적인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o 저는 향후 졸업장을 받기 위해, 제 학생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모든 졸업하기
위해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학생이 리전트
시험을 2020-21 학년도에 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옵션 3 - 일부 면제 수용: 저는 제 학생을 위해 리전트 면제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거부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 학생이 면제를 원하는 시험들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선택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이 이메일에 “I accept some waivers”라고 답해 보내주십시오.

•

•

옵션 4 - 미정: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결정에 관해 교직원과 면담을 해보고 싶습니다. 귀하의
선택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이 이메일에 “I am not sure”라고 답해 보내주십시오.

귀하의 답변과 함께 이메일 답장을 보내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 답을 하지 않으시고 귀하의 학생이 5
번째 또는 6 번째 학년도에 학교로 돌아올 계획이었다면, 현재 학생이 졸업장을 취득할 자격이 있다고 해도
학생의 학교에서는 귀하의 학생이 2020-2021 학년도에 돌아올 것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면제는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결정에 관한 어떤 질문이 있으시다면 학생의 학교에 연락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다음 연락처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NYCTCAC@schools.ny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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