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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콰 학군 가족들께,

저희는 여러분들이 학생들과 학교와의 
연결을 유지하여,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시는 열망을 이해합
니다. 저희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명확
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번주에 여러 직원 그룹들과 노동 단체
들과 미팅을 가진 후에, 직원에 대한 기
대와 학생들의 학업 지속을 위해 저희
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정하고, 동의하
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용
하실 수 있는 디지털 리소스 페이지를 
알려드릴테니, 꼭 이용하시길 권해드립
니다. 또한, 여러 미팅을 통해, 휴교 기
간 동안 차일드 케어, 식사 제공 서비스 
등의 계획도 결정될 것입니다.

저희가 매일 주지사 사무실과 교육감 
사무실로부터 새로운 예상과 지시를 받
으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획을 세우
는 동안,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기
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가 업데이트하는 정보들을 수시로 체크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SD 리더십팀

…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리소스
학생용 Office365
이사콰 학군에서는 3-12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무료로 학생용 Office365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용 Office365 
을 사용하면, 최대 5대의 개인 컴퓨터
와 디바이스에서 학생들이 최신 버전의 
Word, Excel, PowerPoint, OneNote 등
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6-12학년)을 위한 
ClassLink 와 Online Curriculum
ClassLink 를 통하시면, 학생들은 그들
의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online curri-
culum 과 tools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
다. 학생들이 ClassLink 로그인 시 학
교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username 
/ password 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ClassLink 와 Online Curriculum 에서는 
출판사와 클래스들 리스트가 포함됩니
다. 
소개 영상 (2분)
Classlink Extension 설치. Classlink 사
용하시려면 브라우저 extension 을 설
치하셔야 합니다. 브라우저에서 exten-
sion 을 설치시, 설치 방법을 따르시고, 
앱을 다시 실행해 주세요.
브라우저에 패스워드가 저장되어 있을 
경우, ClassLink 가 오동작할 수 있습니
다.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있는 패스워
드를 지우세요. 

ClassLink 에서 패스워드를 관리하세
요. 
브라우저에서 ClassLink 를 체크해 보
세요.
핸드폰에서 사용하신다고요? 그럼, 앱
스토어에서 “Issaquah ClassLink” 를 찾
아보세요. 
추가 설명 자료는 ClassLink 에서 제공
됩니다.
 
Clever - 초등학생(K-5학년)을 위한 온
라인 포털 서비스
Clever 에서는 Zearn (Math), Quaver 
(Music) 외에 여러 교육 테크놀로지 툴
들의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학생
들은 Clever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며, 
한번 Clever 에 로그인하면, 다른 프로
그램들에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학생들
의 아이디는 성의 첫 4글자 + 이름의 
첫 3글자 + 졸업년도 뒤 2자리 입니다. 
Student usernames are the first four 
letters of last name followed by first 
three letters of first name and then 
two digit graduation year.
예를 들어, 학생 이름 : John Smith, 졸
업년도 : 2030년의 경우, 학생 아이디 
: SmitJoh30
패스워드는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께 문
의하세요. 
온라인 툴들과 내용들은 최신 버전의 
브라우저들에서 가장 잘 동작합니다. 
여러분의 브라우전 버전을 체크하고 싶
으시면, www.whatsmybrowser.org 
을 방문해보세요. 

Comcast 인터넷 서비스 : Internet Es-
sentials from Comcast:
일부 가정들에서는 Comcast 를 통해 
할인된 가격의 인터넷 패키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
internetessentials.com 를 방문해 보세
요. 

…

이사콰 학군 취학아동 돌봄 서비
스 설문조사
이사콰 학군 지역민들에게,

저희는 휴교기간동안 아래의 그룹에 해
당하는 분들에 한해서 유치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콰 학군(ISD) 현장 교직원
-의료 서비스 종사자
-소방관, 경찰, 응급 구조대원, 응급구
조사
-식료품 가게 직원
-약국 직원

학생 돌봄서비스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우리 지역의 돌봄서비스의 수요를 평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https://is-
saquah.az1.qualtrics.com/jfe/form/

SV_cZL7CjxV154lTOR

중국어, 스페인어, 또는 다른 언어로 도
움을 받기를 원하시면, 이사콰 학군의 
패밀리 파트너십(ISD Family Partners-
hip) 연락책에게 연락하세요: https://
www.issaquah.wednet.edu/family/
supports/other-languages
현재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장소중의 한
곳이 지정되었으며, 추가로 다른 장소
가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하고 나면, 무료 돌봄서
비스를 받을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께 
한하여, 돌봄서비스 담당자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제공 
서비스와 노트북과 무선 핫스팟을 포함
한 테크놀로지 지원에 대한 내용은 내
일 알려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커뮤니티 자원은, 이사콰
학군 서포트 웹페이지를 확인하세
요. :https://www.issaquah.wednet.
edu/family/supports
ISD 리더십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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