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턴 교육구 

교육 서비스 
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DELAC) 회의록 

금요일, 9월 20일, 2019 
오전 9:00 -11:00  

Richman 초등학교 다목적실 
	

 
	

학생 성취 단일 계획으로 참작될 수 있는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위한 교육구 종합 계획을 개발한다 

	 교육구 전체적으로 학교별의 필요성 평가를 이끈다.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위한 교육구 프로그램,  목적  그리고 목표를  제정한다. 

	 교육구 재평가 절차를 검토하고 의견을 낸다. 

	
교육구는 훈련 자료및 훈련, 위원들에게 충분한 상담, 법적인 자문 책임을 실행하기 위한 위원의 보조를 제공 해왔다 

	 통합 신청서 1부, 2부를  검토한다. 

	 해당 교사와 교육 보조관의 필요 조건의 응낙을 확실하기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환영 : 모임은 오전 9시 1분에  시작했으며 3,4,5,그리고 6학년들이  Winnie the Pooh 공연을 했다.   교육구의 부교육감인  
 Julienne Lee 가 모든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Rossana Fonseca 는 DELAC 회장인 Egleth Nuncci 그리고 부회장들 Manuel 
Paz, Sonia Garcia, 그리고  Maria Alvarez를 소개했다.  Egleth 는 모든 사람들에게 Richman DELAC 모임에 참석한것에 
대해 고마워했다. 학교장 Mrs. Kirstin Holm 을 소개했다. 
 
Richman 학교  소개 : 학교장  Mrs. Holm은 학교 소개와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STEAM 에 대해 설명했다. 
Richman에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중에서  STEAM 랩, 코딩,  로벗 공학, 3D 프린팅 그리고 21세기에 어울리는  
도서관 에 대해 얘기했다. 
 
2019년  12월  회의록  승인 : Maria Alvarez 는 12월 회의록 승인을 요청했고   Fisler 학교의 Lance Do 가 첫번째로 
승인했으며 Pacific Dr.의  Egleth Nuncci 가 재청하여 승인됐다. 
 
ELPAC: Rossana Fonseca 는 캘리포니아 영어 능력 평가 시험 (ELPAC) 에 대해 설명했으며   가정 언어 조사에  따라 
학생은 ELPAC을  볼 수 있다고 했다.  ELPAC 은 Initial 과 Summative 평가로 나누어진다.  ELPAC 결과 리포트를  보는 
방법을 참가자들과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Mrs. Fonseca 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DELAC 목적과  목표 : 영어 학습자들  목표에 관한 액티비티를 학부모들과 같이 했다. MPR 벽에 포스터를 붙였으며 
학부모들은 영어 학습자들에 맞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목표들을  포스터에 기재했다.  Rossana 는 포스터에 기재된 
몇가지의 목표들을 공유했으며 플러턴 교육구는 이미 영어 학습자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DELAC 필요  평가 : Alma Mata 는 학부모들의 피드백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교육구가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점들을 충족하게 하는것과   학부모들이 모르는점들을 알기 위해서  학부모들은 그 정보들을 공유하는것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필요 평가를 위한 핸드 아웃을 학부모들에게 주었으며 학부모들은 그 용지에  기입하였다.  
 
ELAC 역할과  의무 : 각  학교  ELAC 대표자들이 소개됐으며  다른 대표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Rossana는 학부모들에게 ELAC 대표자들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 했다.  
 
공고 :  Sonia Garcia 가 공고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었다.  Egleth Nuncci 는 Forum 행사, Alma Chavez 는  Habitat for 
Humanity 워크셥- 입주자로서의 권리, 그리고 Maple 학교의 Gloria는 Dia de Los Muertos 축제에 관해 얘기했다. 
 
모임은 오전 10시 30분에 끝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