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러튼 교육구
교육 서비스부

교육구 영어 학습자 자문위원회 (DELAC)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9:00 - 오전 11:00

Orangethorpe 초등학교
교육구는 학생의 학업 성취를 위한 단일 계획을 고려하여 영어 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개발한다.

학교 단위로 교육구 전체의 필요도 평가를 수행한다.

영어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해 교육구의 프로그램과 목표, 목적을 설정한다.

교육구의 재평가 절차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교육구는 위원회 회원들과 완전한 협의를 통해 설계된 자료와 트레이닝을 제공하여 회원들이 법적 자문
책임을 수행하는데 보조한다.

통합 신청서 파트 I과 파트 II를 검토한다.

해당 교사와 교육 보조원의 필요 조건을 준수하는 계획을 개발한다.

환영사:오전 9시 6분에 프로그램 스페셜리스트인 Nadia Williams가 회의를 시작하였다. Nadia는 모든 참석자에게 환영
인사를 하고 회의 의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였다.
Dr. Pletka 교육감이 이번 휴가철을 맞아 특별히 학부모들에게 환영과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교육감은 다가오는 행사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풀러튼 교육구 블록 파티는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였다.
교육감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휴가철을 기원하였다.
교육 서비스부 디렉터인 Dr. Erlinda Soltero-Ruiz가 참석자들에게 Nadia Williams를 소개하였다. Nadia는 교육구 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 (이하 DELAC)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스페셜리스트이다. Dr. Soltero는 이어 참석한 학교 교장들을 소개하였다.
DELAC 위원회 의장인 Egleth Nuncci가 참석한 이들에게 환영사를 하고 DELAC이 커뮤니티의 요구를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에 대변하는 목소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였다. Egleth는 현재 DELAC 의장단인 Maria Guadalupe Alvarez,
Alma Chavez와 Araceli Degante를 소개하였다. 또한 이사회 회장인 Hilda Sugarman에게 회의 참석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Orangethorpe 초등학교의 교장과 교감인 Mrs. Deborah Bennett와 Mrs. Jean Summy에게 회의 주최에 대한 감사를 표하였다.
Egleth는 이어 Dr. Pletka 교육감과 Dr. Julienne Lee 부교육감에게 풀러튼 교육구를 발전된 교육구로 가꾸고자 하는 그들의
지원과 노고에 감사를 전하였다.
Hilda Sugarman 이사회 회장은 이번 휴가 시즌을 음악을 즐기거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 사랑을
나누며 차분함과 이해심을 가지고 보내도록 격려하였다.
Orangethorpe 초등하교: 4학년 방과후 학급 학생들이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이라는 고전 할러데이 노래를 불러
청중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Deborah Benette 교장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Orangethorpe 초등학교의 여러 실험실 교실과
다가오는 “셔우드 숲 프로젝트 (Sherwood Forest Project)”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여주었다. Bennett 교장은
Orangethorpe 초등학교에 방문한 커뮤니티를 환영하며 모두에게 행복한 연말을 기원하였다.
2020년 9월 회의록 승인: Egleth Nuncci가 9월 회의록 승인 동의안을 제출했으며이 동의안을 Elizabeth Aguqyo가
승인하였다.
협력 전략: Angela Banuelos가 미래의 학교 이사회 구성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공유하였다.
이는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로, 수탁자 면적당 인구 분포에서 10% 이상의 편차를 보였다. 최종 정보 커뮤니티
이벤트는 Ladera Vista 중학교에서 12월 13일 오후 5시에 열린다. DELAC 의장인 Mrs. Nuncci는 추가 회의에 대한 가능성
검토를 요청하였다.
CABE: DELAC 의장단은 지난 11월 CABE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으며 의장단은이런 기회에 대한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회의에서 얻은 귀중한 정보를 기쁘게 공유하였다. 중요한 주제는 학부모로서 자녀의 사회 정서적 건강을 지원하는
방법이었다. DELAC 의장단에게는 참여 증서가 수여되었다.
드림 캐쳐 (Dream Catchers) 및 새 웹사이트 제공업체:기술 혁신 및 교육 지원부디렉터인 Wes Kriesel이 앞으로 열리는
2021/2022 학년도 Dream Catchers 학생 그룹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나누었다. 당첨자는 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는 또한 풀러튼 교육구가 웹사이트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제공업체를
갖게될 것이며 교육구 웹사이트의 새로운 디자인을 위해 커뮤니티의 의견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지사항: Woodcrest 초등학교에서 12월 12일 일요일에 열리는 예방 접종 클리닉을비롯한 몇 가지 공지사항이 발표되었다.
새로운 DELAC 의장 후보 지명 및 선출: Fisler 초등학교 대표 Kyung Oh가지명되었다. Kyung은 지명을 수락했고
만장일치인 7표를 받아 새로운 DELAC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회의는 오전 10시 45분에 종료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