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5학년 학생들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토랜스 통합교육구는 우리 모든 학생이 개별 학생 학습 요구에 따라 차별화되는 도전적이고,
엄격한 수학 교과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속화는 이러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TUSD가 제공하는 경로입니다. 가속화는 자신의 학년보다 최소 1년 높은 수학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 또는 한 학년도에 1년 이상의 수학을 완료하고 싶어하는 학생으로
정의됩니다.

모든 5학년 학생은 6학년에 올라갈 때 시험 없이 가속화 6학년 수학을 수강할 수 있는 Open Access
(열린 접근)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초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잘해왔으며, 매년 높은
성적을 받고, 모든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했으며, 2023-2024학년도에 6학년으로 들어갈 때
가속화 7학년 수학에 등록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경우, 그들이 건너뛰게 될가속화 6학년 수학학습
내용 (수학 6 전체 및 수학 7의 1학기 - 1년 반의 학습 내용)을 준비하고 입증할 기회가있습니다.

학생들은 가속화 평가에서 수학 6과 수학 7의 첫 학기에 대한 지식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1년 반의 교과 내용을 입증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약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이 제공되어,
학생들은 4월 중순에 가속화 평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자녀에게
가속화를 위한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중학교에서 가속화/입증을 위한 2번의 추가
기회가 있습니다.

토랜스 통합교육구는 가속화 목적을 위해 현재 5학년 학생들에게 가속화 수학 6 학습 내용의
맞춤형 온라인 교과과정 연습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온라인 연습
자료는 칸 아카데미를 통해 제공됩니다. 칸 아카데미에서 계정을 설정하고 이 수업 내용에 대한
특정 교과과정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있는 링크는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학
5에서 가속화 7학년에 대한 특정 칸 아카데미 수업 코드는 29C7D3VD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학 경로와 준비 과정 및 시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주에
Zoom을 통해 2개의 정보 세션을 진행할 것입니다.

● 10월 4일 화요일, 9:00 am - 영어 +통역실:스페인어, 일어, 한국어- Zoom Link (Meeting ID:
899 9141 6313   Passcode: Math05)

● 10월 4일 화요일, 6:00 pm - 영어 +통역실:스페인어, 일어, 한국어- Zoom Link (Meeting ID:
899 9141 6313   Passcode: Math05)

이 정보 회의에서 우리는 TUSD 수학 경로, 여러분 자녀가 가속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외에 5학년에서뿐만 아니라 가속할 수 있는 미래의 많은 추가 기회를 공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숙달해야 할 학습 목표, 학습 목표에 맞춘 칸아카데미 연습, 그리고 4월의 평가를
좀 더 자세히 공유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적인 정보 세션 중 하나에 참석하시고 여러분 학생과
논의하신 후, 이것이 학생이 하고 싶은 것이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이등록 양식 (양식을
작성하기 위해 학생이 자신의 학교 이메일로 로그인해야 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은 칸 아카데미 준비를 시작할 뿐 아니라, 가속화에 대한
이메일 통신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든지 그것이 너무 많거나 너무

https://bit.ly/36I9fNv
https://tusd-org.zoom.us/j/89991416313?pwd=Q2hSQjRPeU4zQ0NGNUYwcUxIWW10dz09
https://tusd-org.zoom.us/j/89991416313?pwd=Q2hSQjRPeU4zQ0NGNUYwcUxIWW10dz09SkEyd2JhYS9aenNVbERyTkNsMVFxZz09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77Z2mjoX-KcgKjfGn7WJZzZ7A4c-iC_3xoMLirtyzz_-jZQ/viewform?usp=sf_link


어려워지면, 여러분 학생은 6학년을 위한 조기 준비에 든 일부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그냥 멈출 수 있습니다.

토랜스 통합교육구 수학 경로, 학습 목표, 및 샘플 가속화 시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sites.google.com/tusd.org/tusdmathematicspathways/을방문하십시오.

진심으로,
Emma Biggs, Jenny Musgrave, Stephany Nakamura, & Scott McDowell
mathresourceteam@tus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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