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졸업 요건은 체리크릭 학군을 포함한 콜로라도 주 전역의 모든 학군이 2016년에 수정했습니다. 콜로라도 교육부와 체리크릭 학군 교육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체리크릭 학군은 아래 옵션의 졸업 요건 학군 메뉴를 완전히 구현해야 합니다. 구현에는  2021년 졸업을 예상하는 5, 6, 7년째 

고등학교를 다는고 있는 졸업생들과  3년만에  졸업하는 (조기 졸업생)을 포함하여 2022년과 그 이후에  졸업을 예정한 모든 학생 포함됩니다. 

 1    학점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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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필수 기술 

   Updated 10.2021 

체리크릭 학군 졸업을 위한 학업 과정 요구 사항 

이사회 정책 IKF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서는 최소 22 학점의학점이 

필요합니다. 

 

영어 : 4.0 학점 

수학 : 3.0 학점 

과학 : 3.0 학점 

사회 : 3.0 학점 

체육 : 1.5 학점 

건강:   .5 학점  

미술 /CTE 1.5 학점 

선택 과목 : 5.5 학점 

 읽기/쓰기/소통 수학 

   

넥스 제널에션 

아큐프레이서 

(Next 
Genteration 
Accuplacer) 

읽기 241 또는  쓰기  236 산수(AR)  255  

또는  

정량적 추론, 

대수학 및 통계 

230 (QAS)  
클라식 

아큐프레이서 

(Classic 
Accuplacer) 

독해력 62 또는 문장 기술 70 초등 대수 61 

에이씨티 (ACT) 18 19 

에이씨티 

워크키스 (ACT 

WorkKeys) 

청동이나 그 이상 청동이나 그 

이상 

어드밴스 

프레이스맨트 

(AP) 

2 2 

군 직업 적성 

시험 ASVAB 

(AFQT 점수) 

31st 백분위 점수 31st 

백분위 

점수 

동시 병행 등록 

(Concurrent 
Enrollment) 

합격 등급 합격 등급 

국제 학사 학위 

(IB) 

4 4 

에스에이티(SAT) 470 500 

학군 

성취(District 

Capstone) 

고등 문해력 평가 기술 시험 

포트폴리오 

산업 자격증 

(Industry 
Certificate) 

학군 결정 학군 결정 

Performance 
Based 

Assessment 
(PBA) 

주 결정 주 결정 

 

대학 및 직업 성공에 필요한 필수 기술 

 

대학 및 직업에서 성공하려면 다음 능력이 필요합니다. 

• 혁신 

• 비판적 사고 능력 

• 실제 경험 

• 문제 해결 

• 호기심 / 문의 

• 관련성 

• 팀 작업 

• 의사 소통 능력 

• 프로젝트 기반 학습 

• 유연성 / 적응성 

 

  역량 메뉴 옵션 

규정 IKF-E 

필수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은 아래의 수학 및  

읽기/쓰기/ 소통 메뉴 옵션 중 하나 이상에서 직업 또는 

대학 진학  준비 상태를 보여 주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