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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유치원생들을 플러튼대학 KinderCaminata이벤트에 초대
플러튼(2015 년 4 월 3 일)- 2015년 4월17일 금요일에 올해20년째 풀러턴대학에서 2000명 유치원생들을
KinderCaminata이벤트에 초대 될것을 환영합니다. 올해의 테마는 "뿌리" 에 초점을 두고 2 개국어 상용 및
양국어 교육을 통해 문화 유산의 중요성을 강조 합니다. 유치원 클래스 애너하임, 풀러튼, 라하브라시,
매그놀리아 학교 지구에서 다양한 캐리어을 소개하는 캐리어정보 부스들이 마련 되어있고 현재 대학생
들에 의해 캠퍼스투어가 주도 되며 풀러턴 대학강사들에 의해 제공되는 체험 학습들과 활기찬 이벤트들을
같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연구에의하면 아이들의 정서적경험과 장기 메모리에 연결 전송 된다" 며 다이아나 카일, Kindercaminata
코디네이터이며 심리학 교수님이 말씀하셨읍니다. "Kindercaminata 이벤트는 그들의 미래의 꿈이
될수있으며 어린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수있으며 그들의 꿈을 실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난 20년동안, KinderCaminata는 세자르 차베스의 교훈 “Si Se Puede" (예,너는할수있다.
가능성이있다)를 채택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주입하고 있읍니다. 저의 캠퍼스 전체의 협력과 이 행사는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이 고등교육 가능성의 더 큰 의미를 가질수 있도록 첫 대학 캠퍼스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저의 캠퍼스의 목표는 어린이들의 고등교육, 대학학위 또는자격증들이
가능하다는것에 그들의 동기를 부여하도록 도와 주는것입니다.
올해의이벤트는40 개 이상의 캐리어 정보부스들이 마련 되어있고 “보호 및 서브" 는 행정학교수에
의해서강의가되며 "숫자와 재미"는 수학 교수에 의해 강의가되며 "사라진 낚시"라는 해양학연구에 대한
강의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프레젠테이션들이 계획되어 있읍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린이들이 많은기회를
갖게끔 도와주는것" 이라고 카일(Kyle)교수님은 덧 붙였읍니다. 어린이들은 또한 존경받는 개인지도교사,
교육자로부터 들을 수 있는 기회와 라하브라시 시의원 로즈 에스피노즈(Rose Espinoz)님이“Rose
와의대화”라는 특별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에스피노자(Espinoz)씨는 1990년에 라하브라에서 그녀의 차고에서 학생들의 과외를 시작 했습니다. 플러튼
칼리지의 졸업생으로서 그녀의 일은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고등교육을 추구하는대 공헌했고 그녀는
지속적으로 차고과외, 교육, 그리고 학습에 전념하는 비영리 단체의 자원봉사 지도자 역할를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1994년에 클린턴 전 대통령으로 부터 대통령 봉사상(the Points of Light Presidential
Service Award)를 포함하여 그녀의 자원봉사에 대한 수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린이들을 도와 더 나은
에스피노자님(Espinoz)의 과외교실에대한이해와 FC교실 차고에 대한 실제느낌을 받을수 있도록 차고같은
이미지로 변형 될것입니다.
올해는 200명 이상의 자원 봉사자 분들이 KinderCaminata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캐리어부스들이
캠퍼스 및 다양한 교실에서 FC에 배치됩니다. 이이벤트는오전 8시 45 분부터오후12시까지 며(from 8:45
a.m. to 12 p.m.) 각 유치원 교실에는 15 분 이내로 방문할 예상됩니다. Kindercaminata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ocsci.fullcoll.edu/kinderCamin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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