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9 학년도

자녀를 등록할 시기입니다!

Korean

Rowland 통합 교육구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학교 시작은 자녀와 가족들에게 매우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Rowland 학군 교사들은 자녀가 유치원준비반 (TK) 및 유치원 수업 참여에 준비 완료입니다. TK 와 유치원은
모두 Rowland 통합 교육국 초등학교와 TK-8 학교에서 제공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종일반이며 학교
일정에 따라 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수업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는 자녀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치원은 2018 년 9 월 1 일 또는 그 이전에 5 세가되는 아동을 위한 것입니다. 자녀의 5 번째 생일이 이 날짜
이전 일 경우, 유치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유치원 준비반은 2018 년 9 월 2 일부터 2018 년 12 월 2 일 사이에 5 세가 되는 아동을 위한 것입니다. 자녀의
5 번째 생년월일이 이 날짜 사이에 있으면, 유치원 준비반에 등록하십시오.
또한 2018 년 12 월 3 일에서 2019 년 3 월 31 일 사이에 5 세가되는 주민 학생에게 2018-2019 학년도 사회적
상호훈련 및 학업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참여할 기회를 제공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입학은 거주지의
학교에 학생 수용 자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치원 준비반과 유치원으로 구성된 조기 교육 프로그램은 미래의 초등학교 학습과 함께 학생들의 취학 전
교육을 연결합니다. 연주, 노래 및 미술시간이 충분하지만 읽기, 쓰기 및 수학 개념을 가르치는 것과 균형을
이룹니다. 어린 학생들은 또한 학교의 일상, 그룹으로 일하는 방법, 성공적인 학생이되는 방법에 익숙해집니다.
우리는 이 어린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만져보며 하는 교육 게임 및 활동을 통해 감각을 사용하여 가장 잘
배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실에서는 언제든지 학생들은 언어, 수학, 과학, 사회, 체육, 음악 및 예술
분야등 여러 분야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RUSD 에 입학하는 학생을 위해 2018 년 8 월 13 일부터 시작하여 흥미 진진한 활동으로 가득 찬 해가
될것입니다. 저희교직원들은 자녀의 학교 준비 상태에 관한 궁금한점이 있을경우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힘을 합하여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학습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할수 있음을
믿고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학생이 학부모 참여가 있는 육성 환경에서 강력한 학문적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발달
잠재력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자녀의 성공은 사회 및 학술적 능력 개발과 유치원 및 그 이상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자신감을 기반으로 합니다.
2018-19 학년도 등록은 2018 년 2 월 5 일에 시작됩니다. https://aeries.rowlandschools.org/enroll/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등록 이벤트에 대한 추가 정보가 동봉됩니다.
RUSD 우선 등록 창 2018 년 2 월 5 일부터 3 월 5 일까지 ROWD 통합 교육 구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RUSD
내의 지정된 학교 이외의 학교에전학을 원하는 학생을 위한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Rowland 통합교육국 웹 사이트 (rowlandschools.org)를 방문하십시오. 추가 질문이있는 경우
학생 서비스부(626) 935-8281 로 연락바랍니다.

Rowland 통합교육구, 학생 서비스부서, 1830 S. Nogales Street Rowland Heights, CA 9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