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 학년 유치원생 등록
우리는 2021-2022 학년을 위한 유치원생 (또는 에드먼즈 학군 새학생들) 등록을 2021 년 3 월 3 일에 시작할 것
입니다. 등록은, 등록 봉지를 갖다 당신의 배정된 학교에 지정된 드롭 박스에 당신 거주지 증명서 (임대계약 합의
서, 담보 대출 진술서, 최근 공공요금 청구서 ), 출생 신고서, 당신 아동의 예방 접종 기록서와 함께 전달하십시요.
당신은 또한 학군 웹사이트에 온라인 등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9 월에 시작하는 유치원생을 등록한다면, 2 월 8 일, 오후 6 시에 여기지역사회 웨비나 줌에 유치원 시작 행사에
참여하여 주십시요:
PC, Mac, iPad, iPhone 또는 Android device 로 참여하여 주십시요:
참여를 원하시면, 이 URL 에 클릭하여 주십시요.
https://edmondsschools.zoom.us/j/82344326781?pwd=TlpzRVhiQysreXFPMUZDeG5KTDhNZz09
암호: 154403
또는 전화로 참여하시시요:
번호를 누르세요 (질을 높게 하려면, 당신 현지역을 토대로 한 번호를 누르세요):미국: +1 253 215 8782 또는 +1
669 900 6833 또는+1 346 248 7799 또는 +1 301 715 8592 또는 +1 312 626 6799 또는 +1 646 876 9923
웨비나 ID: 823 4432 6781
암호: 154403
국제 번호 사용이 가능함: https://edmondsschools.zoom.us/u/kuci8Jwgx

유치원 시작 행사 뒤에 학교는 3 차례 환영 시간을 진행할 것 입니다. 환영 시간과 생중계 비디오 투워 날짜는
학교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학교로 연락하십시요. 환영 시간과 비디오 투워는
온라인으로 향후에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유치원에 가려면, 2021 년 8 월 31 일에 자녀가 5 살이어야 합니다. 2021 년 9 월 1 일에서 12 월 31 일 사이에
5 살이 되는 학생들은 준비를 가리는 심사에 성공적으로 합격하므로서 유치원을 일찍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집니다. 부모들은 자녀 심사 예약을 하는 신청서를 2021 년 5 월 27 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타라 테이타노
에게 taitanot742@edmonds.wednet.edu 연락하거나 425-431-7176 에 전화하여 그과정과 관련된 비용을 설명
하는 부모 팩케지를 요청하십시요.

*에드먼즈 학군은 각학생의 학교 배정을 주소로 합니다. www.edmonds.wednet.edu 에서 당신 자녀가 어느
학교를 다닐것인가를 알아 보거나 아래 번호중 하나에 전화하십시요. .
초등학교 (K-6 학년): 타라 테이타노, taitanot742@edmonds.wednet.edu, 425-431-7176
중학교 (7-12 학년): 네슬리 엔더슨, andersonl@edmonds.wednet.edu, 425-431-7094
Madrona K-8 또는 Maplewood Parent Cooperative 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들의 로터리 과정에 대해 알아보세요.
Madrona 425-431-7979
Maplewood 425-431-7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