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학생 서비스 2020-2021 학년도 일정표
페더럴웨이 공립학교 – 2020-2021 학년도 우수 학생 일정과 질문
일정:
12 월: 12/1/2020-1/8/21
•

현 페더럴웨이 교육구의 K-11 학년도 추천 윈도우 오픈

•

스태프, 가족, 학생과 지역 멤버의 추천서 제출

•

데이터의 평과 과정과 리뷰 를 통한 추천서 시작
o

2 학년은 CogAt 평가를 시작하기 위한 추천이 필요하지 않으나 추천 정보는
중요하며 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위해서 사용된다. 만약 학생이 우수 학생 서비스를
받기 원한다면 학년과 상관없이 추천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1 월: 1/11/21 - 1/29/21
•

우수 학생 부서는 학군내 우수학생 다분야 선발 위원회(HCMSC)를 위해서 가장 최근의
학군/주 평가(iReady, IRLA, SBA 등)를 수집한다

•

추천된 학생들을 위해 시험을 치고 수거하기 위한 부모님들의 동의 받음

2 월: 2/1/21 – 2/26/21
•

CogAT 부모의 허가서(K-1, 3-11)와 모든 2 학년 학생들 중 추천된 학생들을 위한
CogAT 시험실시

3 월: 3/1/21 - 3/26/21
•

학군 HCMSC 모든 2 학년과 추천된 모든 학생들의 데이터를 리뷰한다.

•

가족과 학교에 HCMSC 의 결정 통보

4 월-5 월 3/29-4/2/21 가정으로 동의서 발송. 합격과/불합격자 편지 발송.
동의 과정

어 필 과정

우수 학생 서비스 2020-2021 학년도 일정표
•

•

4/30/21: 2021-2022 학년도 우수학생

•

4/5/21 - 4/23/21: 어필 윈도우 오픈

서비스 부모 동의 마감

•

4/26/21 - 4/29/21: 어필 데이터 진행,

5/3/21: 교장단에게 동의한 합격자들의
명단 통보

•

필요한 부차평가 시행
•

5/3/21 - 5/21/21: 각 학교 우수학생팀
합격자의 서비스/배치 결정을 위한 모임

4/30/21: 위원회의 마지막 결정을 어필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보

•

5/14/21: 2021-2022 학년도 어필을 통한
자격자 결정을 위한 부모 동의서 발송

자주 묻는 질문과 대답

우수학생 서비스를 위한 페더럴웨이 학교의 학생 선발 과정은?
첫째 – 추천: 부모, 공동체 멤버, 교사, 스태프와 학생들은 추천기간동안 (혹은 새로운 학생의 경우
등록 한지 10 일 이내) 우수 학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한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둘째 – 평가: 부모/가디언의 허가로 필요하다면 부차적인 평가를 시행한다.
셋째 – 결정: 학군의 다분야 우수학생 선발 위원회는 학생 데이터를 리뷰하고 다양한 영역(학군/주
평가)에 기초해서 서비스를 위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넷째 – 통보: 다음 학년(유치원이나 새로 등록해서 가장 최근의 추천 시한을 맞추지 못한 학생을
제외한)에 시작할 서비스 이수자 합격 통보.
다섯째 – 동의: 우수 학생 서비스를 위한 부모/가디언 동의

서비스 가능한 결정을 위한 어필 과정은 어떤가?
•

어필 양식은 어필 기간내에 우수학생 부서에 제출 되어야만 한다. 선발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정보를 특별히 포함해야 한다.

•

필요하다면 부차적인 평가가 선발 위원회에 의해서 실시될 것이다. 외부의 평가는 고려되지 않는다.

•

어필을 하는 사람에게 결과가 통보될 것이다.

•

어필 결정은 마지막이며 번복될 수 없다.

우수 학생 서비스에서 어떻게 하면 탈퇴 할 수 있는가?
부모/가디언은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학교 교장에 우수 학생 서비스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알리면 된다. (이러한 요청은 선발 위원회, 교사, 부모 와/혹은 학생에게 나가거나 그렇지
않을 것을 결정하기 위해 우수 학생 서비스 코디네이터 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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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더럴웨이 공립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능한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
각 학교는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한을 두지 않고, 구별되고 다양하고/ 혹은 심화 과정이 있다.
•

일반적인 교육, 그룹 혹은 자발적인 교실에서의 서비스등이 있다.

•

중고등학교는 선행 프로그램, 과외 클럽, 아카데믹 경쟁과/혹은 외부 단체들과 협력하는 서비스등이
있다.

•

CogAT 은 무엇인가?
•

CogAT 는 온라인으로 언어, 양적, 공간 추론의 세 영역에서 능력을 측정하는 선다형 인식 시험이다.

•

추천된 모든 학생(부모의 동의를 받은)과 모든 2 학년 학생은 2021 년 2 월에 CogAT 7 스크리너로
평가될 것이다.

•

CogAT 로 수집된 정보는 우수 학생 서비스의 필요성이 학생들을 판별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