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gents 시험에 대한 재심 신청 방법들 

(Appeal Options) 
 

뉴욕 주에서는 Regents 시험 점수로 인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몇가지 

재심 신청 방법들 (appeal options) 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4개 또는 

5개의 Regents 시험에서 65점 이상의 점수를 받고 통과 (pass) 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은 

자신의 낮은 시험 점수에 대해 재심을 신청 (appeal) 함으로써 졸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   

 

낮은 점수에 대한 재심 신청 방법 (Low Score Appeal):  

만일 학생이 Regents 시험에서 60, 61, 62, 63또는 64 점을 받았고, 아래에 제시된 추가 요구사항의 기준에 

해당된다면, 2개의 Regents 시험까지는 재심 신청 (appeal)이 가능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모든 학생들에게 

가능한 재심 신청 방법이다. 

 

해당 학생이 한 개의 Regents 시험에 성공적으로 어필 (appeal)을 하였고, 과목에서 요구하는 시험이나 

필수과제들 (course requirements)을 모두 마쳤다면, Regents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두 개의 Regents 

시험에 성공적으로 어필을 하였다면, Local 졸업장을 받게 될 것이다. 두 개보다 더 많은 시험에 대한 재심 

신청은 불가능하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습자 (English Language Learner)를 위한 재심 신청 방법 

(ELL Appeal): 

9학년 또는 그 이후에 뉴욕에 있는 학교에 처음으로 등록을 하였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 (ELL)으로 

인정된 학생들 중에, 영어 (English Language Arts: ELA) Regents 시험에서 55-59점을 받고 아래의 추가 



요구사항에 해당된다면, 자신의 점수에 대해 재심 신청 (appeal)을 할 수 있다. 재심 신청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여 진다면, Local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 (ELL)이 이러한 어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시험 한 과목에서도 낮은 

점수에 대한 재심 신청 (위에 제시된 Low Score Appeal)이 허용된다. 예를들면, 해당 학생이 영어 (ELA) 

시험에서 55점을 받고 과학 (Science) 시험에서 63점을 받았다면, 두 시험 모두에 대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Local 졸업장을 받고 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장애 학생을 위한 재심 신청 방법 (Students with Disabilities Appeal):  

만일 학생이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IEP)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학생의 504 plan에 “Safety Net (안전망 

점수)”의 자격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두 개의 Regents 시험까지는 재심 신청 (appeal)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생은 Regents 시험에서 52, 53, 또는 54 점을 받아야 하고 아래에 나와있는 추가 요구사항에 

해당해야 한다. 만일 재심신청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Local 졸업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낮은 Regents 시험 점수를 가진 장애 학생이 졸업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AFC의 ‘AFC’s High School Graduation Option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추가적인 요구사항들:  
 

Regents 시험 점수에 대해 재심 신청 (appeal)을 하려면, 학생들은 반드시:  

 

• 자신이 어필 (appeal) 하려는 시험을 적어도 두 번은 치뤘어야 한다; 

• 어필하려는 시험과 같은 과목에 대해, 학교로부터 학업적인 도움 (academic help)을 받았어야 한다; 

• 어필하려는 시험과 같은 과목의 학교수업을 통과 (pass)해야 한다; 

• 어필하려는 시험과 같은 과목의 교사나 교과목 책임자 (chair of the department)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학생, 부모/가디언, 또는 교사는 다음의 양식을 작성함으로써 재심 신청 (appeal)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www.nysed.gov/common/nysed/files/programs/curriculum-instruction/3-18appealformincludingell-

swdmarch2018.pdf (해당 문서의 5-7 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재심 신청 지원서는 학교장, 

3명의 교사들, 그리고 다른 한 명의 행정가로 구성된 위원회 (committee)에 의해 검토될 것이다. 위원회는 

학교 수업일 (school days) 기준으로 10일 안에 교육감 (superintendent)에게 추천서 (recommendation)를 

https://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graduation_options_for_students_with_disabilities.pdf
http://www.nysed.gov/common/nysed/files/programs/curriculum-instruction/3-18appealformincludingell-swdmarch2018.pdf
http://www.nysed.gov/common/nysed/files/programs/curriculum-instruction/3-18appealformincludingell-swdmarch2018.pdf


보내야 하며, 재심 신청을 승인할 것인지 또는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교육감 

(superintendent)에게 있다.   
 
 

 
 
 
 
 

좀 더 질문하기 원하십니까? 

Jill Chaifetz Education Helpline 전화를 이용하십시오. 
월요일부터 목요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866-427-6033 (무료전화) 

졸업장의 종류 (TYPES OF DIPLOMAS) 
 

Regents 졸업장 
 

Regents 졸업장은 지정된 과목들에서 22학점 (뉴욕시에서는 44학점)을 이수하고, 4개의 

Regents 시험 (영어, 수학, 역사, 과학)에서 65점 이상을 받은 학생, 그리고 주에서 인정하는 

다른 시험 (State-approved exam) 한 개에서 통과할 수 있는 점수를 받거나 또는 CDOS 

Commencement Credential의 요구사항을 완수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졸업장 (diploma)이다.  

Local 졸업장 
 

Local 졸업장은 Regents 졸업장과 같은 학점을 요구하며, 아래에 나와있는 요구사항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다: 

• 두 개의 Regents 시험에 대한 재심 신청 (appeal)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진 학생;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 (ELL)으로 분류되고, ELL appeal (ELL 재심신청) 방법에 의해 

승인을 받은 학생;  

• Safety-Net (안전망 점수) 또는 교육감 결정권(Superintendent determination) 방법으로 

자격이 주어진 장애 학생들 (자세한 정보: AFC’s High School Graduation Option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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