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C 주의 
졸업요건  

   
 

졸업 전이과정 플랜 
(Graduation Transition 
Plan)이란 무엇인가요?  

졸업 전이과정 플랜은 10, 11, 

12 학년에 걸쳐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4 학점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스태프의 지도하에 

하기의 조건들을 마쳤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 개인 건강  

일주일에 150 분 씩 완급에 따라 
적절한 신체활동에 참여하며 
개인 건강계획을 유지하고; 

- 지역사회 연계  

최소 30 시간의 지역사회 
봉사와/나 일을 통하여 배운 바를 
나타내며;  

- 직업과 생애  

전이과정 플랜을 완성하고 
성취한 내용들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소책자  졸업 
전이과정을 참조하십시오.  

 
  

졸업요건은 대학/대학교의 
입학요건과 같나요?  

아니오. 학생들은 ‘독우드 
자격증’이나 졸업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졸업요건들을 

모두 마쳐야 하며, 대학 입학은 

각 학교 마다 그들 나름의 
입학요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들은 전공부서에 따라 

특정 과목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카운슬러 
교사와 함께 개별 목표에 맞는 
계획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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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행물은 밴쿠버 교육청 정착상담사 

프로그램의 스폰서로 영어교사들이 밴쿠버 

교육청  복합문화상담사들과 함께 제작한 

시리즈물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연방정부와 비씨 주정부가 

재정후원하였습니다. 

 
 
 

 

쎄컨더리 학교 졸업에 
관한 중요한 정보 



선택과목이란 무엇인가요? 

선택과목이란 학생들이 흥미에 
따라 택하는 과목들을 일컬으며 
그 종류와 수는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각 지역 교육청이 
고안하여 주정부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과목도 선택과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BC 교육: 사회적 책임감과 아울러 사회성, 감성, 지성, 예술성, 신체발달의 증진을 도모합니다.  

과목  10 학년 11 학년 12 학년 

영어 또는 커뮤니케이션 필수 필수 필수 

사회 필수 필수  

과학 필수 필수  

수학 필수 필수  

체육 필수   

플랜닝 10/ 
졸업 전이과정 필수 필수 필수 

기타: 
예능과목 10 

또는 
기술과목 10 

예능과목 11 
또는 

기술과목 11 

예능과목 12 
또는 

기술과목 12 
 

12 학년 과목 
중에서 12 학점 
(일반적으로 한 

과목당 4 학점) 

각 학년 마다 어떤 과목들이 필수인가요?  

하기의 도표는 주정부 교육부가 각 학년 수준 마다 필수로 정한 과목들을 보여줍니다. 

졸업요건이란 무엇인가요?  

졸업 요건이란 모든 학생들이  
“독우드 자격증” 이나 졸업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쎄컨더리 학교의 과목들입니다. 이 
과목들은 :  

- 교육부가 요구하는 지정과목 
혹은 필수과목; 

- 학생이 개별적으로 선정한 
선택과목;  

- 졸업 전이과정 플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과목을 이수하면 정해진 학점 
수가  주어집니다. 졸업하는 데에는 
80 학점이 필요하며 80 학점은: 

- 필수과목 48 학점과; 

- 선택과목 28 학점과;   

- 졸업 전이과정 플랜과목의  4 
학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