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S RISE 2021! 가족들을 위한 FAQ
질문 답변

CCS RISE의 날짜는 언제인가요? 구성 요소 1(초대자 전용)은 두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세션 1은 6월 7일부터 24일까지(월요일 - 목요일 전용);

● 세션 2은 7월 12일부터 24일까지(월요일 - 목요일 전용)입니다.

구성 요소 2는 모든 K-12 학생들에게 열리며 가상에서 열립니다:
● 7월 12일-29일.
●선생님들이 매 화요일 및 목요일에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왜 내 자녀가 CCS RISE 참여에
초대를 받았나요?

초등학생:
귀하의 자녀가 SuccessMaker 또는 iStation 데이터에 따라 '위험 상태'로
확인되었거나 학습 정체 가능성이 있는 후보입니다. Read to Achieve
경로를 충족하지 못한 3학년 학생도 CCS RISE에 초대됩니다.

중학생:
귀하의 자녀가 다음의 여러 데이터에 따라 '위험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EVAAS prediction, SuccessMaker, 및/또는 Course Grades.

고등학생:
성적에 기반하여, 귀하의 자녀는 신용회복 대상 과정에서 실패한
학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용회복에 적합한 과정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이전 과정 연구에 기반하여 CTE 인증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CCS RISE는 고등학생들에게 선택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특정 요건을 이수하여 잠재적으로 CTE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거부) 의향서를 작성했는데
이제 아이가 참석했으면
합니다.

안타깝지만 학생 참여 양식을 거부하신 경우, 귀하의 자녀는 이번에
CCS RISE 2021!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웹사이트에서
대기목록 양식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CCS RISE에 초대받은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CCS RISE 2021!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K-12 학생 대기목록 양식

하지만 다른 아이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형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나요?

내 아이를 CCS RISE 대기목록에
추가하여

학습 개입: 구성 요소 1에
참여하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월 12-19일 CCS RISE 2021 “초대자 전용” 부분에서 두 번째 세션에는
열린 참여 기회가 있습니다.이 곳을 클릭하여 CCS RISE 2021의 구성
요소 1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자녀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참여 의사 신청서에 액세스하세요! 학생들은 프로그램 참여 가능
여부에 따라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내 아이를 CCS RISE에
참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분이 4월 29일에 초대를 못 받았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성 요소 1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모든 K-12 학생은 7월 12일부터 29일까지(월-목에만 해당) 가상 전용
옵션인 구성 요소 2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습니다.

CCS RISE가 의무인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무척이나 추천합니다. 부모님 또는 보호자 분들이
학생 참여에 관한 최종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RISE에 참여했고 기기 및/또는
인터넷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내 자녀가 참여하지 않으면 성적을
받지 못하나요?

구성 요소 1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기가 제공됩니다. 가상
전용입니다. 기기 제공은 참여 의사 양식 프로세스를 완료할 때
공유되는 정보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시에 필요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6월 3일 오후 4-5시의 오픈 하우스에서 참여한 현장의 현장 기반
관리자를 만나십시오.

아닙니다. 하지만 CCS RISE는 올해부터 우선 순위 기준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ELA, 수학 및 과학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내  아이가 CCS RISE에
참여한다면 학습 유지가
가능할까요?

CCS RISE 2021!에 참여하는 유치원생은 도움이 필요한 1학년생을 위해
개발된 2021-2022학년도 보충지원계획의 참여에서 면제됩니다.
유치원생은 24일의 여름 학습일 중 3일만 결석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CCS RISE를 위해 어떤
장소에 참석할 예정입니까?

4월 초반 초대를 통해 프로그램에 승인되었거나 대기목록 등록에서
합격한 학생들은 5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참가 수락과 CCS RISE School
배정을 알리는 확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접근하려면
자녀의 ccs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5월 27일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현장 과제를 보기 위해 자녀의 이메일을 확인하도록
상기시키는 학부모 링크콜을 발송합니다.

내 아이의 CCS RISE용 교통편이
바뀌었는데,누구와통화하거나
무엇을 해야 하나요?

6월 3일 오후 4-5시(오픈 하우스 시간)에는 지정된 현장의 현장 기반
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여전히 질문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요?

질문이 있는 가족들은 CCS RISE 2021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 전화는 910-475-1291이며, CCSRise2021@ccs.k12.nc.us로
이메일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