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데일 통합교육구
과도기 유치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주하는 질문들
1.

내 자녀는 언제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나요?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아동들 유치원 취학 연령 변경을 위한 새로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에 의하면,
아동들은 유치원 등록을 위해 9 월 1 일 전 또는 그 날까지 5 세가 되어야 합니다. 2014-15 학사년을 시작으로 그
이후 유치원 입학 마감일은 9 월 1 일입니다. 이 법은 또한 이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아동들이 유치원을 위해 더
준비되어 학교에 입학할 기회를 얻도록 과도기 유치원을 만들었습니다.

2.

과도기 유치원(TK)은 무엇인가요?
과도기 유치원은 나이와 발육에 알맞게 유치원의 교과과정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2 년 과정 유치원 프로그램의
첫해입니다. 이것은 유아원과 유치원의 교량 역할입니다. 아동은 자신의 5 번째 생일이 9 월 2 일부터 12 월 2 일
(포함)사이인 경우에 과도기 유치원 자격이 있으며 이후 매 학사년마다 적용됩니다.

3.

과도기 유치원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과도기 유치원은 어린 아동들을 위한 추가적인 학사년을 제공합니다. 과도기 유치원은 그들의 성장을 육성하여
풍요롭게 배울 기회와 학업적 도전 환경을 아동들에게 제공합니다. 과도기 유치원같이 유치원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이 학교생활 및 대학교 진학에 더 잘하고 있다고 연구조사에서 보여줍니다.

4.

유아원과 과도기 유치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과도기 유치원의 표준, 교과과정 및 교육 요건은 유아원과 다릅니다. 과도기 유치원은 과도기 유치원-12 년
공교육 시스템의 일부이며 유치원 표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과도기 유치원은 자신감 있게 유치원을 시작하기
위해 아동들이 유아원에서 배울 수 있는 기량을 다져줍니다.

5.

과도기 유치원과 전통적 유치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과도기 유치원의 교과과정은 어린 아동들을 위해 학습적, 사회적 및 정서적 필요를 충족하도록 수정됩니다.
과도기 유치원 환경은 연극 놀이, 소그룹 지도 및 체험 활동을 통한 계획적 가르침을 통해 사회-정서적, 언어
발달 및 의사소통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포함합니다.

6.

과도기 유치원을 위한 교과과정 무엇이며 그것은 표준에 근거한 것인가요?
캘리포니아 유아원 재단 및 유치원 주 표준을 기반으로 독특하고 전문적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과도기 유치원
교사는 자신감 및 의사소통 능력을 구축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성이 발달하도록 아동들을 도와줍니다. 교사들은
숫자세기 및 패턴 같은 수학 개념을 이해하도록 아동들을 도와주며 문장과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 교육용
게임을 사용하여 재미있고 상호작용하는 방법으로 읽기 및 수학을 아동들이 접하도록 합니다. 아동들이 과도기
유치원에서 배우는 사회적, 정서적 및 학습적 기량은 그들이 유치원에서 성공하고 교실에서 리더가 되며 자신
있게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탐색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7.

과도기 유치원의 수업시간은?
과도기 유치원 프로그램의 수업시간은 과도기 유치원 프로그램이 있는 유치원의 시간과 같습니다.

8.

생일이 9 월 2 일부터 12 월 2 일 사이인 아동들의 과도기 유치원은 의무인가요?
과도기 유치원 입학은 자발적입니다. 아동이 일단 6 살에 들어가면 학교는 의무입니다.

9.

과도기 유치원의 출석은 유치원부터 6 학년과 같이 똑같은가요?
정기적인 출석은 다른 모든 초등학교 학년과 유사하게 필수입니다.

10. 내 자녀도 성적표를 받나요?
과도기 유치원 아동들은 2 학기와 3 학기에 성적표를 받을 것입니다.

11. 과도기 유치원의 학급 규모는 어떤가요?
과도기 유치원의 학급 규모는 유치원과 같습니다.
12. 과도기 유치원 교사는 교사 자격증이 필요하나요?
과도기 유치원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사는 가주 복수 과목 교사 자격증이 요구됩니다.
13. 과도기 유치원은 영어를 못하는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나요?
과도기 유치원의 영어 학습자들은 유치원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것입니다.
14. 유치원에 합당한 나이의 아동이 과도기 유치원에 다닐 수 있나요?
2011 년 8 월 1 일부터 9 월 1 일생 사이에 태어난 아동은 자리가 있는 경우 및 사례별로 과도기 유치원 프로그램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5. 내 자녀가 과도기 유치원을 마치고 일 학년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과도기 유치원은 2 년 유치원 프로그램의 첫 번째 해입니다. 과도기 유치원에 참여하는 학생은 일 학년에
진학하기 전에 유치원 프로그램의 두 번째 해를 마쳐야 합니다.
16. 모든 글렌데일 교육구 학교는 과도기 유치원을 갖고 있나요?
과도기 유치원은 모든 초등학교에 가용하지 않기에, 거주 학교에 자녀를 등록시키고 학생 지원 서비스부서에서
과도기 유치원 프로그램 배치에 관하여 귀하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17. 나는 내 자녀가 입학하는 과도기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는 자녀의 거주지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배정될 것입니다.
다른 학교에 대한 요청은 빈자리가 있을 경우에 검토될 것입니다.
18. 내 자녀는 유치원 입학을 위해 과도기 유치원 학교에 남아있을 수 있나요?
일단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과도기 유치원을 마치면, 학생들은 자신의 거주지 학교의 유치원으로 돌아갑니다.
19. 내 자녀가 과도기 유치원을 유급될 수 있나요?
과도기 유치원의 아동들은 유급되지 않습니다.
20. 특수교육 학생은 과도기 유치원에서 어떤 영향을 받나요?
현재 유치원에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이 과도기 유치원 학생들에게 개별 교육 계획안(IEPs)과
더불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1. 내 자녀를 위해 탁아/주중 연장 교육 기회가 있나요?
귀 자녀는 학교에 있는 다른 모든 학생과 같이 탁아/주중 연장 교육을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위해
(818)247-0775 EEELP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2. 나는 교육구 지역 내에 살지 않는데 내 자녀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과도기 유치원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나요?
등록은 자리의 가능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리가 있다면 부모님은 타 교육구로부터의 전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허가가 승인될 때까지 그들의 거주 학교에 아동을 등록할 것을 부모님들께
조언합니다.
23. 과도기 유치원 프로그램에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제공되나요?
스페인어 이중 몰입 과도기 유치원이 뮤어 초등학교에서 가용합니다. Gusdmagnetandflag.com 으로 가셔서
신청하십시오.
24. 제 자녀가 마그넷 학교의 과도기 유치원 프로그램에 다닐 수 있나요?
과도기 유치원 프로그램은 마그넷 학교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 skully@gusd.net 또는 818-241-3111, 내선 1524 로 Sherry Kully 씨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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