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러턴   교육구   

교육   서비스부  

교육구   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   (DELAC)   모임   회의록  

         2020년   2월   21일   금요일  

오전   9:00-11:00  

Robert   C.   Fisler,   다목적실  
 

 
 

         교육구는   학생의   영어   학습   성취를   위한   단일   계획을   고려하여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한다.  

 교육구는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학교   단위로   평가한다.  

 영어   학습자를   위해   제공되는   교육구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와   그에   대한   목표를   제정한다.  

             매년   언어   인구   조사를   실시한다.  

 영어   학습자에   대한   재평가   절차를   검토하고   의견을   낸다 .  

 

 

교육구는   자문   위원들에게   필요한   훈련과   자료를   충분한   상담과   함께   제공하며,   위원들이   법적   자문   책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  

 통합   신청서   1부와   2부를   검토한다.  

 해당   교사와   보조   교사에   대한   필요   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한다 .  

 
환영  :  회의는  오전  9시  5  분에  킨더가드너  유치부  학생들의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DELAC  회장인  Egleth  Nuncci가  개회  환영                   
및  소개를했다.  Egleth  Nuncci는  함께  DELAC  공동회장을  맡고있는  Manuel  Paz,  Sonia  Garcia  와  Maria  Alvarez를  소개했다.                 
Egleth  Nuncci는  Fisler  DELAC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런  다음  풀러튼  교육구  교육  서비스부                 
부교육감인   Julienne   Lee와   Robert   C.   Fisler   학교의   Douglas   임시   교장을   소개했다.  
 
Robert  C.  Fisler  학교  소개  :  Douglas  임시  교장은  Fisler  학교를  소개하는  영상을  청중에게  보여주었다.  Fisler  학생들의  활동과                   
성과를  담은  내용이었다.  Douglas  임시  교장은  이  행사를  가능하게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  학부모회와  교육구  직원                  
팀에   감사를   표했다.  
 
2019년  12  월  의사록  승인  :  Maria  Alvarez는  12  월  회의록  승인을  요청했다.  Pacific  Drive  학교의  Egleth  Nuncci가  첫  번째로                     
승인했고   Sunset   Lane   학교의   Harold   Pyun이   두번째로   승인에   동의했다.  
  
인구  조사  :  2020  년  인구  조사  대표인  Jennifer  Lee가  인구  조사  참여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Jennifer  Lee는                    
인구  조사  참여가  Fullerton  커뮤니티가  지원받는  자금에  영향을  미쳐  커뮤니티에  혜택이  될  수  있으며  연방법  조항  13에                  
의거해   응답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므로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미국   인구   조사에   응할   것을   권고했다.  
  
캘리포니아  스쿨  대시보드  (California  School  Dashboard)  :  풀러튼  교육구  교육  서비스부  이사를  맡고있는  Sung  Chi가                
‘캘리포니아  스쿨  대시보드(California  School  Dashboard)’를  소개했다.  이러한  도구  활용의  이점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상영하고  대시보드  내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보여줌과  동시에  풀러튼  교육구  (FSD)에서  활용되는  프로그램이  캘리포니아               
스쿨   대시보드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했다.  
 
패스  파인더(Path  Finder)  :  Sung  chi  교육  서비스부  이사는  패스  파인더  (Path  Finder)가  학생들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  및                   
진로  탐구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5/6학년  및  7/8  학년  모든  학생의  데이터가  개개인에  맞춤화되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파악하고   학문적   미래에   대한   관심을   탐색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강조했다.  
 
언어   인구   조사    :   Egleth   Nuncci   DELAC   회장은   풀러튼   교육구   내에서   40   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문화적  진로  대책본부  (Multicultural  Pathways  Taskforce)  :  Rossana  Fonseca는  이중  언어  사용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청중들과   나누었다.  
 
미술  활동  :  DELAC  공동회장  Maria  Alvarez는  멕시코  문화적  관점에서  멕시코  전통  색종이  공작인  Papel  Picado의  기원을                  
소개했다.   그런   다음   참석한   학부모들과   papel   picado   의   공작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공지   사항    :   Sonia   Garcia는   Love   Fullerton,   FSD   Fest   2019,   Speech   &   Debate   및   PEBSA   등   예정된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회의는   오전   10시   30   분에   종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