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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 영양 지원 (장소는 8개 
학교)
학군은 휴교 기간동안 학생들에게 월요
일-금요일까지 grab and go style(집어
서, 픽업해갈 수 있는) 두 끼의 음식을 
제공합니다. 음식 서비스는 3월 18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 음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
시 학생이 함께 와야 합니다. 
● 음식 서비스 제공 장소:
· Briarwood Elementary
· Newcastle Elementary
· Issaquah Middle School
· Issaquah Valley Elementary
· Grand Ridge Elementary School
· Endeavour Elementary School
· Sunny Hills Elementary
· Sunset Elementary
● 음식 픽업 시간은 오전 9:00 - 오후 
12시입니다.
● 학군은 앞으로 제공하는 음식 프로
그램에 다양한 옵션을 추가할 계획입니
다. 채식자를 위한 음식 옵션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될 옵션에 대해서
는 조만간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콰 학군 케어 정보망
 
*정신건강 안전자원:

비상시 긴급정신건강 안전테스트를 위
해 911에 전화합니다.
킹카운티 24시간 위기관리 번호/ 
CCORS 206-461-3222 (가정으로 
긴급 위기 안정화 협조제공) 또는 병원 
응급실을 방문합니다. (아래 참조) 
< Seattle Children’s Hospital ER 응급
실> 
206-987-2000 
4800 Sand Point Way NE, Seattle 
98105 
24시간/주7일 무료 발렛주차 
1층 Forest 입구
 
< Swedish ER-이사콰 하일랜드> 
425-394-0610 

751 NE Blakely Drive, Issaquah 
98029 
주차장 전역 무료주차 
 
< Valley Medical Center-ER > 
425-690-1000 
400 South 43rd St, Renton 98055 
정문입구 5am-5pm 월-금 무료 바렛
주차 
South Tower Garage 무료주차 
 
<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정보망 > 
아래의 도움되는 정보 링크 참조 ht-
tps://www.kingcounty.gov/depts/
health/news/2020/March/5-sus-
pected-covid.aspx https://publi-
chealthinsider.com/ 

< 음식 제공> 
이사콰 푸드뱅크 
3월 16일 월요일 재오픈하고 용량이 
다를것임 
● 가족이 쇼핑하지는 못하고 대신 드라
이브 업 시스템으로 대체함( 그로서리 
가방을 차에서 받을것임) 
● 푸드뱅크는 모든 이사콰학군의 학생
을 위한것이며 그중 다른도시에 거주해
도 이 정보에 접근가능함 
 
< 커뮤니티 식사 프로그램 > 
저녁식사 (월~금 5:30pm)가 이사콰 
경찰서와 소방서 사이에 위치한 커뮤니
티 홀에서 모든 연령대 개인에게 제공
됨. 

Wenli Mithal (중국어)
MithalW@issaquah.wednet.edu
전화: 425-837-7106
문자: 978-252-3686 F r a n c i s c a 
Mejia Campos (스페인어)
CamposF@issaquah.wednet.edu
전화: 425-837-7141
문자: 978-400-2516
Ina Ghangurde (마라티어, 힌디어)
GhangurdeI@issaquah.wednet.edu
전화: 425-837-7008
문자: 252-563-3498 Krima Molina 
(필리핀어)
MolinaK@issaquah.wednet.edu
전화: 425-837-7214
문자: 971-251-0691
부모님이나 보호자분은 랩탑 사용 책무
에 대한  문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낮 
12시 이전에 랩탑 신청을 하시면,  다음
날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 이사콰학군 가족 파트너쉽 연계망 >
지원이 필요할시 가족 파트너쉽 연락정
보 안내

< 기부 안내 >
이사콰 푸드뱅크:
● 푸드뱅크나 커뮤니티 가정을 위한 기
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하실수 있으며 
현재는 금전적 기부만을 받습니다.
 https://www.issaquahfoodbank.
org/emergency-needs-list. At this 

time, they are only accepting mone-
tary donations.
 
● 16세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가운데 있으며 16~17세는 성인과 함
께 동반해야합니다.
 https://www.issaquahfoodbank.
org/temporarily-unavailable

이사콰학군 취학아동 돌봄 서비
스 설문지
이사콰 학군은 휴교 기간동안 유치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래의 그룹
에 한해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
다:
· ISD 일선 교직원
· 의료서비스 종사자
· 소방관, 경찰, 응급 구조대원, 응급구
조사 
· 식료품 가게 직원
· 약국 직원

돌봄 서비스 설문지(child care needs 
survey)를 작성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의 수를 측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담당자가 무료 돌봄 서비
스 자격 요건에 맞는 분들에 한하여 이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드립니다.  
시간 : 오전 6:30 – 오후 7:00, 예정 
장소: Sunset Elementary

Cultural Bridges
Issaquah Schools Foundation

IMPORTANT ISD ANNOUNCEMENTS (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