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안내의 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환 킨더가든(TK)
킨더가든, 신입학생

플레전튼 통합 교육구

의제
●
●
●
●
●
●
●
●

환영, 소개 및 교육구 안내
플레전튼 교육 파트너(PPIE)
등록 절차
TK 또는 킨더가든 기대 사항
Valley View 학교의 이중 몰입 프로그램
키즈 클럽과 학교 방과전/후 프로그램
건강 서비스 정보
질문 시간

플레전튼 통합 교육구
전략 계획
우리의 믿음…
지도와 도움을 받으며 모든 학생들은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

있습니다
모든 학생과 교사는 긍정적인 관계를 촉진하는 안전하고
존중적인 학습 환경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 공공 교육은 학생의 인성에 촛점을 두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인격과 성실성으로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 고도의 능력과 사명감이 있는 열정적인 교육팀을 장려하는
문화와 분위기를 확실히 제공
•

사명
교육구 학생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
•

커리큘럼 & 강습

비전
모든 학생은
지략이 있고
인내심이 있으며
책임감있는
행동하는 세계
시민이 될
것입니다

혁신적이고 우수하며 창조적이고 연관성이 있고
철저한 학습 제공
평생 학습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 바로 저희의 책임사항입니다.
학습 환경

모든 학생들은 인종, 민족, 사회
경제적 지위, 성별에 상관없이
졸업시 숙달/발전, 대학진학/
취직 준비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모든 학생과 교사진은 강습과
학습을 촉진하는 고품질의
물리적 환경이 제공됩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최적화

모든 학생과 교사진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긍정적인 관계를 누릴
것입니다.

개인적 성정
모든 학생들에게 인성, 연민,
정중함,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의 능력이 부여될
것입니다.

재정 관리
학생들이 모든 재정적 결정에
중심이 될 것입니다.
내일을 계획하면서 오늘에
투자하여 재정적 건전성을 확실히
확보

9 초등학교
3 중학교
2 종합 고등학교

교육구
안내

1 대체 교육 고등학교
성인 교육
TK-12학년에 매해 약 14,800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으며 모든
학교에서 우수한 프로그램과
교사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현재 Donlon과 Walnut Grove을 제외하고 모든 초등학교에 TK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Alisal

Donlon
Lydiksen
Vintage Hills

Fairlands
Mohr

Hearst
Valley View

Walnut Grove

중학교와 고등학교

Pleasanton
중학교

Harvest Park
중학교

Thomas Hart
중학교
Foothill
고등학교

Amador Valley
고등학교
Village
고등학교

Pleasanton 플레전튼
Partnerships
Education
교육 In
파트너십
재단Foundation

플레전튼
교육
파트너십
재단

플레전튼 교육 파트너십 재단
최고 랭킹 학교:
• 초등학교 –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톱 10학교
중 7학교
• 중학교 –
캘리포니아 톱
12학교 중 3학교
• 고등학교 –
캘리포니아 톱 50

Pleasanton 플레전튼
Partnerships
Education
교육 In
파트너십
재단Foundation
A+
A+
블루Ribbon
리본
Blue

우수학교
Exceptional
Schools

PTA/PTSA/PFC
PTA/PTSA/PFC

PARENT
학부모 CLUBS
클럽
교실
재료
Class materials
기술 소모품
Technology
supplies
부모-교사
Parent-teacher
개발
development

PPIE
PPIE
Supplemental
보조 교사원 Staff
교사&&학생
Teacher
Student
STEAM
프로젝트
grants for STEAM
지원금

BOOSTER
CLUBS
후원클럽
Athletics,
Music,
STEM
운동, 음악,
STEM

projects

PUSD
플레전튼 통합교육구(PUSD)
(with 자금과
State/Federal
funds)
provides
Base
Level support
for고품질의
quality
(주/연방
함께) 주요
교사진,
기술, 학교
제반시설을
포함하여
교육을
위한
기본수준의
지원을
제공.
education – including
core
staff,
technology
and
school infrastructure.
저희
교육구의
지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더 많은
지원이
To reach
ourA+,
A+,블루
Blue리본
Ribbon
status,
we need
your
additional
support!
필요합니다!

Pleasanton 플레전튼
Partnerships
Education
교육 In
파트너십
재단Foundation

플레전튼
교육
파트너십
재단
전체 교육구 프로그램과 모든 플레전튼 학교 지원

15 학교
14,800 이상의 학생
9,000 이상의 가족
초등학교 지원 – 추가의 도서관, 학교 기술 및 교실 개입

Pleasanton Partnerships
Education
플레전튼 교육 In
파트너십
재단Foundation
2017년 4월 23일 행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플레전튼
교육 후원
달리기 대회

등록

기부

후원사

대회 정보

자원봉사

후원사

소개

연락처

와

플레전튼 교육 파트너십 재단(PPIE)가 Veeva Systems와 ClubSport 플레전튼과
공동으로 제5회 연례 플레전튼 교육 후원 달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PPIE는 이 행사에서 거두어진 100% 수익금을 받게될 것입니다!

Join us on April 15, 2018

2018년 4월 15일 행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Pleasanton 플레전튼
Partnerships
Education
교육 In
파트너십
재단Foundation

감사합니다!
Steve McCoy-Thompson
사무국장
Executivedirector@ppie.org
925-519-0221
501(c)3 #94-3046738

입학이란?
자녀가 본 교육구에 처음 오게되면, 플레전튼
통합 교육구 학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등록이란?
매해 여름, 가족들은 연례 등록절차를 완료하여
교육구에 자녀에 대한 새로운 인적사항을
알립니다.
●

주소, 응급 의료 및 건강 정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등.

입학과 등록 절차
다음 단계

온라인 입학 절차 완료

입학 완료
학교에서 지정된 밤에 모든 문서를
접수

교육구의 사전 입학
웹사이트에서 자녀의
이름과 주소를 입력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첫 시작일에 학교
등교!
2018-19 학년도 첫 시작일...

5 단계

모든 증빙 문서 지참

학교 등록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기다려 주십시오

점검목록을 검사하고 모든 문서를
3월의 지역동네 등록의 밤에 갖고
옵니다

학교 시작 약 2주전에, 각 학교가 첫 등교일 준비를
위한 온라인과 직접 방문 등록 절차를 최종
완료합니다 !

온라인 입학 절차
교육구의 사전 입학 웹사이트 방문
●

https://sis.pleasantonusd.net/PreEnroll

초등학교 등록의 밤
3월 5일
오후 4-7

3월 7일
오후 4-7

3월 8일
오후 4-7

Donlon

Hearst

Alisal

Fairlands

Valley View

Mohr

Lydiksen

Vintage Hills

Walnut Grove

상기의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귀하 거주 학교에 가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점검목록을
확인하고 2가지의 거주 증빙을 포함하여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유 입학
플레전튼 통합 교육구 가족은 가용 등록 공간이 있는 경우 거주 학교에서
다른 어느 학교로 전학 신청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TK 또는 킨더가든 기대사항
전환 킨더가든
(TK)
9월 2일 – 12월 2일 사이가 생일인 학생

TK는 상기 생일의 학생들을 위한 2년제
킨더가든 프로그램의 첫 부분입니다.

킨더가든
학생은 2018년 9월 1일이나 이전에
반드시 5세이어야 합니다

Valley View 초등학교의
스페인어 이중
몰입 프로그램

이중 몰입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

3 단계
1 단계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2 단계
추가의 학부모 안내의 밤 및
학교 투어 참여

Valley View 초등학교에
신청서 제출

Valley View 초등학교 스페인어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
모든 플레전튼 가족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 구사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이중언어 능력을 부여하십시오!

2018년 킨더가든 신입생을 위한 이중언어 몰입 프로그램(DLI)
안내의 밤
2월 8일
오후 6-7
Valley View 초등학교 다목적실(MPR)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연락처:
Felicia Douwes, DLI 교사 fdouwes@pleasantonusd.net
Soraya Villaseñor, 교장 svillasenor@pleasantonusd.net

이중 몰입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모든
학년의 이중 몰입 교실을 방문해 보십시오.
이중 몰입 투어 날짜:
2018년 2월 13일

오전 9:00-10:30

2018년 2월 15일

오전 9:00-10:30

2018년 2월 20일

오전 9:00-10:30

2018년 2월 22일

오전 9:00-10:30

*투어 신청을 잊지 마세요!

이날 논의될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을 방문해 주십시오: kidsclub.pleasantonusd.net!
PUSD---키즈 클럽

YMCA---Y-키즈

플레전튼 통합 교육구
키즈 클럽—행정사무실
925-462-0830

Tri Valley YMCA
Y-키즈 행정사무실
925-263-4444

Alisal 키즈 클럽
1454 Santa Rita Road
925-462-7083

Fairlands Y-키즈 클럽
4151 West Las Positas Blvd.
925-426-1992

Donlon 키즈 클럽
4150 Dorman Road
925-462-7083
Hearst 키즈 클럽
5301 Case Avenue
925-417-6602
Valley View 키즈 클럽
480 Adams Way
925-462-8805
Vintage Hills 키즈 클럽
1125 Concord Street
925-484-4856

EDCC
확대 주중 아동 보육
행정사무실
925-479-0785
Walnut Grove 초등학교
5199 Black Ave.
925-846-5519

Lydiksen Y-키즈
7700 Highland Oaks Drive
925-426-9784
Mohr Y-키즈
3300 Dennis Drive
925-484-9429

키즈 클럽
플레전튼 통합 교육구

키즈 클럽 프로그램 안내
●
●
●
●

이 프로그램은 여름철, 방학일, 교사 근무일을 포함하여 매일 오전7-오후6시까지 운영됩니다.
플레전튼 통합교육구의 공휴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파트 타임으로는 하지 않으나 어느 가족도 풀타임으로 지불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킨더가든 학생 $575, 1학년에서 5학년 학생은 $482입니다. 1회 $85 등록비가 있습니다.
이 월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 PUSD에서 훈련받고 통과된 훌륭한 교사진
○ 일일 숙제 시간
○ 여러 다른 커리큘럼 활동
○ 각 학교의 대표자가 있는 STEM(이공계) 팀
○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포함한 인성 개발

○
○
○

매일 창의적이고 건강한 간식
여름철 견학
테마 일

키즈 클럽 추첨 절차
1.
2.
3.

4.
5.
6.

학생은 학교에서 관련된 방과전/후 학교 프로그램에
등록된 경우에만 학교 프로그램에 자격이 있습니다.
●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유로 자유 입학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추첨 양식 작성
지역동네 학교 등록에서 학교 테이블 방문!
추첨을 위해 3월 26일까지 온라인 양식을 작성
(그렇지 않으면 대기목록 맨 아래로
가게됩니다).
데이터 처리로 모든 입력자가 무작위로 처리.
가족에게 4월 23일 이메일로 통지.
학생은 6월 4일 월요일 프로그램 시작으로
추첨(또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지불할 수
있음).

Tri-Valley YMCA는 키즈 클럽
절차와 비슷한 추첨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DCC는 대기목록이 있습니다 Walnut Grove에 연락하여
목록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선착순입니다 .

학교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과전과 후 보육서비스를 찾으십니까?
Child Care Links는 정부 사회복지 기관과 가족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역사회에 다음의
자원을 제공하는 자원 및 소개, 대체 지불 프로그램 제공 기관입니다.
•
•
•
•

정보보조 탁아 보육 서비스
허가받은 탁아 보육 서비스 제공자 소개
가족 교육 제공자
종합적 탁아 보육 서비스 자원 및 지원 서비스

탁아 서비스를 선택하기전에 부모가 질문해야할 사항:
• 담당 직원들의 자격은?
• 자격있는 성인 대 아동의 비율은?
• 자녀가 탁아 서비스에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가?
• 직원이 특정 프로그램에 얼마동안 일했는가?
• 훈육에 대한 프로그램 정책은, 또한 직원은 이를 어떻게
실행하는가?
•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간식은?
• 간식은 영양식인가?
• 직원은 아동 질병, 의료 응급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 탁아 서비스 환경 관찰 –
✓ 시설이 청결한가
✓ 여러 다양한 장비와 재료가 있는가
✓ 아동의 안전과 감독을 제공하는가

Child Care Links
6601 Owens Drive, Suite 100
Pleasanton, CA 94588
이메일: mail@childcarelinks.org
925-417-8733

예방접종 필수
(학교 첫 등교일이나 이전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 서비스

www.shotsforschool.org
-

PUSD는 모든 15 학교를 지원하는 3명의 교육구
간호사가 있습니다

-

각 학교에는 또한 보건실에 하루 3시간 건강
서비스 보조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개인적 신념/종교적 믿음
면제는 없습니다.
허용 증명서 – 의사의 인쇄된
증명서, 노란색의 예방접종
카드, CAIR 인쇄된 증명서.
손으로 쓴 기록은 반드시
명확해야 하며, 서명, 인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 기록 – 영어로 번역

자녀가 다음을 포함하여 건강관련 필요점이 있으면
교육구 간호사에게 알려주십시오

교육구 간호사와의
후속 조치 – 간호사
연락처는 학교
보건실에 연락

●
●

음식 알러지
만성 질병

학교에서 의약품 투여 – 다음과 같은 처방약과 일반
약국 구입약은 허가가 필요합니다:
●
●
●
●

에피-펜
당뇨약
천식
타일레놀 또는 기타 일반 약국 구입약

필요한 경우 건강 플랜을 작성합니다.

킨더가든에
필요한 기타
건강 양식

다음 양식을 등록과 킨더가든
학년도중 최대한 빨리 어느때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입학을 위한 건강 검진
보고서 – 제출 기한
2019/8/? (첫 등교일까지)

구강 위생 검진 – 제출 기한
2019/5/31

SCHOOL SMARTS
School Smarts Program
Parent Engagement Program
www.pleasantonusd.net
PUSD School Smarts
Rosa Isela Torre
District Parent Liaison
Regional Coordinator, School Smarts
rtorre@pleasantonusd.net

●
●

성공적인
학년도와 일일
출석을 위한
도움말

●

●
●
●
●
●

모든 옷, 백팩 가방, 점심 도시락 박스에
표시를 하십시오
건강한 밤 시간 규칙적 활동과 충분한
휴식을 위한 취침시간을 정하십시오
작은 건강한 간식을 준비해주고 자녀에게
음식을 공유하지 말라고 재차 말해
주십시오
숙제, 도서관 책, 학교 통신문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집에 마련해 두십시오
모든 등교일은 중요합니다!
단, 자녀가 구토를 하거나 열이 있는 경우
집에 24시간 있게 하십시오
모든 교사진, 학생, 학부모들과
긍정적이고 존중적인 소통을 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플레전튼 통합교육구(PUSD)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질문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