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ise Kohyang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정보 제공: LAUSD 공인 차터 투명성

라이즈 고향 초등학교(RKES)는 비영리 이사회가 관리하고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가
감독하는 차터 공립학교입니다. 2016년 1월 12일 LAUSD 이사회는 LA 차터 커뮤니티의
지원으로 통과된 이사회 결의안 "학부모에게 정보 제공: 차터 투명성"을 승인하기로
투표했습니다. 결의안은 차터 공립학교가 차터 청원서, 학교 책임 보고서 카드, 지역 통제
책임 계획, 연례 감사 및 기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문서를 통해 학부모와 공유하는
정보와 데이터를 강조했습니다.

이 정보는 라이즈고향초등학교에서 전자 또는 수동으로 학부모 요청에 의해 제공됩니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학부모는 캘리포니아 교육법 섹션 45400 ~ 45403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영어 및 단일 기본 언어로 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번역 정보에 대한
학부모 요청은 info@brightstarschools.org하거나 라이즈 고향 초등학교사무실로 직접
또는 전화 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서는 www.brightstarschools.org/compliance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 헌장 청원서
● 학교 책임 성적표(SARC)
● 지역 제어 책임 계획(LCAP)
● 감사 재무제표

캘리포니아  학생 성과 및 진척도 평가(CAASPP)

RKES에는 3학년 또는 4학년 수업이 없기 때문에 아직 CAASPP 결과가 없습니다. 이 링크는
적용되는 대로 업데이트됩니다.

안전 및 시설
● 보건 및 안전 계획 및 절차 (차터 청원서, 요소 6  140-144페이지 참조)
● 학교 시설 평가 (학교 책임 보고서 카드 참조)

커리큘럼 및 교육 초점
● 교육 자료 (학교 책임 보고서 카드 참조)
● 커리큘럼 내용 (차터 청원서, 요소 1 페이지 53-78참조)

직원
● 교사 자격 상태(학교 책임 보고서 카드 참조)
● 직원의 자격(학교 지도자 포함); 직원(교사, 관리자, 사무 직원, 관리 직원, 보좌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보상 체계는 요청 시 제공됩니다. (차터 청원서,
요소 5 페이지123-1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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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구조 및 재무 관리
● 브라운법 준수(차터 청원서, 요소 4 ,페이지 109-110, 118-119 참조)
● 관리 구조 및 정책 (차터 청원서, 요소 4, 페이지109-122 참조)
● 감사 된 재무 제표 (위 링크 참조)
● 지역 통제 책임 계획(LCAP)(위 링크 참조)

음식 서비스
● 학생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ParentSquare에 게시됩니다
● 전통적인 공립 학교에서 자격이 되는 학생에게 무료 및 할인 급식 제공 여부 – 예

입학
● 추첨 절차(우선 사항 포함) 및 등록 마감일 (차터 청원서, 요소 8, 페이지 148-154
참조)

● 학업성취도(각각의경우,수치적으로중요한모든하위그룹에대해세분화됨)
(학생 성과 및 진척도에 대한 캘리포니아 평가 참조)

● 주 전체 시험 결과(캘리포니아 학생 성과 및 진척도 평가 참조)

학생 인구 통계학적 비율
● 인종 (학교 책임 보고서 카드 참조)

● 무료 및 할인가 급식을 위한 소득 자격(학교 책임 보고서 카드 참조)

● 영어 학습자 상태(학교 책임 보고서 카드 참조)

● 특수 교육,유형별(해당 주 및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전통적인 교육구
공립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세히 설명)(학교 책임 보고서 카드
참조)

Bright Star Schools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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