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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land 통합 교육 구는 모든 학교와 주요 프로그램이 한 지붕 아래에있는 RUSD 쇼케이스 이벤트에 
커뮤니티를 환영합니다! 
2018/19 학년도 등록은 2 월 5 일에 시작됩니다! www.RowlandSchools.org/enroll/ 

 
부스 및 서비스 내용 

●  각 학교는 학교에 "spotlight(하이라이트)"을 할 것입니다! RUSD 초등학교 및 K-8 학교는 피트니스 센터 
및 파티오에서 준비됩니다. 

● 중고등 학교 부스 및 프로그램, CTE / 직업 준비길 및 La Puente Valley ROP는 테니스 코트에 준비됩니다. 
● RUSD 음악 프로그램, 이중 집중 프로그램, 학부모 자원 / Rowland 자문회 PTA, RUSD 학생들을위한 

대학 입학 보증 (Azusa Pacific 대학및 La Verne 대학과의 파트너쉽), RUSD 유치원 준비반(TK) / 유치원 
등록 및 이벤트 정보에 관한 정보 부스 센터 쿼드의 부스 및 스포트라이트 야외 무대에 준비됩니다. 

● RUSD Student Art 쇼 Rowland, Nogales 및 Santana 고등학교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 Ballroom(볼룸)에서는 Rowland 성인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RUSD 직업, 교육국서비스및 Rowland 

Heights 커뮤니티 도서관의 재 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KID ZONE은테니스코트에서  RUSD의 가족 자원 센터 (FRC)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공예 활동과 RUSD 

P.E.전문가에의한 건강 및 재미난 피트니스를 제공합니다.  부스에서는 RUSD 아동 건강 및 치과 진료소, 
Villacorta의 East Valley 밸리 커뮤니티 건강 센터, WIC, Learning Enrichment Program을 위한 
Options, Heart for Education가 있습니다. 

● 음식! RUSD 영양 서비스는 새로운 메뉴 아이템의 샘플을 제공 할 것입니다! 
● 날씨에 상관없이 비가와도 진행합니다! 
 

오락 및 학생 공연 

● 스포트 라이트 실외 무대, 무도실 무대, 스타 실외 무대 에서 3 가지 공연이 있습니다. 

● 모든 Rowland한군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학생 클럽 및 프로그램, 재미, 학생 공연 등을위한 
KidZone으로 가득 찬 테니스 코트! 

 

    무료 셔틀 

RUSD 버스는Rowland Heights 커뮤니티 센터에 지역 사회를위한 무료 셔틀을 제공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학교 
셔틀 버스가 Rowland Heights Center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Rowland 고등학교에서 매 15분마다– 2000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셔틀버스는 오전 9시 30 분, 오전 10시 30 분, 오전 11시 30 분에 학교를 떠납니다. 

● Hurley 초등학교 – 535 S. Dora Guzman Ave. La Puente (학교앞) 
● Giano 중학교 – 3223 S. Giano Ave. West Covina  (학교앞) 
● Nogales 고등학교–401 S. Nogales Street, La Puente (학교앞) 

 
Rowland Heights Community Center까지의 교통 수단은 매 시간 Heights Hopper Shuttle에서 25 센트, 5 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경로 정보 전화 (626)458-3965 또는 http://dpw.lacounty.gov/transit/HeightsHopperShuttle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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