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Thurston 교육청
Ignite Family Academy
정보 진술
등록
학생들은 사용 가능한 공간을 기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시간 준수
저희는 공립학교 프로그램으로, 시간과 관련하여 두 가지 주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

저희는 예상 주간 학습 시간을 포함하는 서면 학생 학습 계획 (WSLP)을 개발해야 합니다.
WSLP는 자녀의 현재 학습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하는
유동적인 문서입니다.

•

학생과 가족은 매주 저희 학교 교직원과 연락하고 교사 상담사와 월별 진행 상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o

주간 연락은 가족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고 현재 등록되어 있는
학생을 위한 기금을 청구하도록 하기 위해 주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o

월별 진행 상황 검토는 가족이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고 교사 상담사와 아이디어를
논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검토는 저희가 WSLP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간 확인이나 월별 진행 상황 검토는 저희가 질문하거나 평가하거나 표시할 체크박스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현재 귀하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반영하고 공유하며 존중하는 동시에
필요한대로/원하는대로 계획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경우 대면 진행을 선호하지만
필요한 경우/때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장 준수
이 프로그램은 가정 기반 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분의 시간은 귀하의 원격 학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귀하의 가족이 등록할 코스를 선택하여 일정을 결정합니다. 저희는 가장 어린
학생들을 위한 1-4 수업과 중간 학년 학생들을 위한 1-6 수업이 가정 기반 교육에 있어 가족이 원하는
균형을 유지해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가족들이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한 캠퍼스
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희망하는 것 이상으로 캠퍼스에 있어야 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 성인 보호자 또는 피지명인은 Ignite 수업 중에 11세 미만의 각 학생과 함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가족들이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 이외의 사람이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는 각 사례별로 가족과 협의할 것입니다.
평가

주 법률에 의거하여 가정 교육을 받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RCW
28A.200.010 참조). 평가에는 몇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매월 80시간
이상의 IFA에 등록한 학생은 주 평가(SBAC)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 핸드북
학생 핸드북에는 프로그램 규칙, 요구 사항 및 서면 학생 학습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과 학부모/보호자가 이 문서를 검토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현재 학년도의
수정되어 업데이트된 핸드북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개학일 이전에 모든 가족에게 제공되며, 전체
학년도에 걸쳐 학교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차별 금지/평등 교육 기회에 대한 진술
North Thurston 공립학교는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퇴역 군인 또는 군인 복무 상태, 성적
지향성 성별 표현 또는 정체성, 감각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훈련된
개의 안내 또는 도우미 동물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학업 및 활동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 있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와 대우, 그리고 보이 스카우트 및 기타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동등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청의 프로그램은 이 정책에 의거하여 보호되는 지위에 기초하여 성희롱
또는 기타 괴롭힘이 없어야 합니다.
가정 기반 교육 및 대체 학습 경험(ALE)
‘대체 학습 경험 시행 표준’에 의거하여, 등록 전에 부모 또는 보호자가 가정 기반 교육과 대체 학습
경험(ALE) 간의 차이점을 이해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참조 자료 WAC 392-550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가정 기반 교육과 ALE 간의 차이점에 대한 요약 및 설명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해당 설명을
읽고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에게 문의하십시오.
가정 기반 교육
• RCW 28A.200 및 28A.225.010에 의거하여 승인된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해 제공됩니다.
• 학생들은 공교육 기관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 과정, 졸업 및 평가 요건을 포함하여 공립학교를 관장하는 규칙 및 규정을 학생들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립학교는 학생들에게 교육 또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생의 교육을 감독할 의무가

없습니다.
Ignite Family Academy의 대체 학습 경험
• WAC 392-550에 의거하여 승인됩니다.
• 학생들은 풀 타임 또는 파트 타임으로 공교육 기관에 등록됩니다.
• ALE의 모든 부분에 대한 과정, 졸업 및 평가 요건을 포함하여 공립학교 학생들을 관장하는

규칙과 규정이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 학습 경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을 갖춘 직원이 감독, 모니터링, 평가 및 검토합니다.

•

서면 학생 학습 계획을 통해 제공됩니다.

•

전체 또는 일부가 정규 교실 외부에서 제공됩니다.

가정 기반 교육을 받는 학생의 파트 타임 등록
가정 기반 교육을 받는 학생은 ALE 프로그램을 포함한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파트 타임으로 등록하고,
가정 기반 교육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ALE에 파트 타임으로 등록하는 경우, 학생은 ALE 서면 학생
학습 계획(WSLP)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주 평가에 참여하거나 주 졸업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WSLP별로 매월 80시간 이하로 등록한 경우).
본인은 가정 기반 교육 및 대체 학습 경험에 대하여 제공된 설명서를 읽었으며 가정 기반 교육과 자녀가
등록하는 대체 학습 경험 프로그램의 차이점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상술되어
있는 Ignite Family Academy 사전 승인 진술을 읽고 동의했음을 확인합니다.
학생 이름 (대문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
부모 이름(대문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