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준비반 학생들은 Rowland
교육구에서 유치원 준비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서적, 문화적, 언어적,
학문적 기술에 중점을 둔 TK 교사는

유치원 준비반에서 공부는?
유치원 준비반에서 교사는 자신감과 대화방법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성을 키워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단어와 문장 및 숫자
세기와 패턴과 같은 수학적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게임을 통해 재미있게 수학과 읽기를 접하게
됩니다.

로랜드 통합 교육구
유치원 준비반은 모든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

TK(전환 유치원) 는 2 년간의 유치원 프로그램
중 첫번째 학년도 입니다.

•

학생들의 학습 잠재력을 넓힐 수있는 적절한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Dr.

Rebecca Rodriguez, 초등학교 부서 드랙터

유치원 준비반이 어린이에게 유익한 이유는?
유치원 준비반은 어린이들에게 공부에 도전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전환 유치원같이 유치원을 준비시키는 프로그램
에 다닌 학생들이 학교에 보다 잘 적응하며 대학 진학
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전체의 학부모들은 유치원 준비반의 혜택을
인식하고 있으며, 많은 학부모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립 또는 사립의 비슷한 프로그램에 자녀들을 이미
등록시키고 있습니다. 전환 유치원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학과공부와 함께 가장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유치원 준비반
어린이들을 위한 조기 교육

우수한 유치원 준비 반은 무료이며 자격증 있는
교사가 가르침.

•

수업: 월 –금, 유치원과 같은 정규 수업.

•

함께하는 활동: 일년 동안 음악과 미술 같은
활동을 유치원과 함께 참여함

•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실력: 학생들은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체험활동을 통한 언어실력 향상
및 대 소 근육 운동 기능 등을 배움.

온라인 등록

www.RowlandSchools.org

누가 전환 유치원에

참여하는가?

자세한 정보를를 원하십니까?
TK 학과에 관한 문의는

이 새로운 법에 의하여 9월 1일 이전에 5세인

RUSD 초등부 (626)854-8371

어린이들은 반드시 유치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TK 등록에 관한 문의는
www.rowlandschools.org

tkcalifornia.org

유치원 준비반이란?

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것은 자녀와 그 가정에 매우

2019년3월31일 사이에 5세가 되는 어린이들을

기대되는 일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며

위한 유아원과 유치원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꿈나무들에게 먼저 시작하는
기회를 주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학습과 사회성을
발전할 수 있는 맞춤형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 색깔을 만드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유치원 기준이 지난 몇 년간에 바뀌어 1학년에 배웠던
내용을 지금은 유치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 중에는 유치원공부를 힘들 수 도 있으며, 연령이
어린 어린이들이 유치원 생활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 준비반:
•

TK(유치원준비반) 은 2 년간의
유치원 프로그램 중 첫번째
학년도 입니다.

•

공립 학교 시스템이며 무료임.

•

5 세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유치원 기준을
바탕으로 특별히 고안된 학과
공부를 사용함.

•

•

어린 유치원생을 지도하도록
특별연수를 받은 자격증
소유의 교사가 지도함.
유치원에 들어오는 어린이
에게 필요한 실력과 성숙도를

기쁜 소식은 캘리포니아의 유치원 준비반이라는 어린
이들에게 체험 활동으로 배울 수 있고, 엄격하고 높은
유치원 기준을 지키며 동시에 공부를 배우는 법령이
통과 된 것입니다.
RUSD및 주 전체의 교육구들은 2019년 9월 2일에서
2020년 3월 31일 사이에 5세가되는 어린이들에게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며

이는

유치원을 물론 그 후의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신감과 학과 공부 실력을 발전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직접 해봄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유치원준비반은실제 경험을 통해 배우는는 곳 입니다."
- Yvonne Martini, Hollingworth TK 교사

이전에는 12월 2일 이전에 5세인 어린이들이 유치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이란 이 변화가 작은
것이라 여길 수 있겠지만 성장과 발달이 빠른 어린
나이에는 큰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 입니다.
또한 법으로 전환 유치원을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이
변경에 효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일이 9월에서
12월 사이의 어린이– 실력과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환 유치원은 성공적인 유치원
생활에 도움이 되며, 학교생활에 자신감과 반에서
리더가 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