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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JAPANESE
504プランの学生保護者の皆
様、

イサクア学区とStudent Inter-
ventions部門は、この前例のな
い状況の中、学生・スタッフ・
およびコミュニティの健康と安
全を最優先としております。コ
ミュニティへのサポートを提供
すると同時にADAのセクション
504でサポートされている生徒
のニーズを公平に満たすことが
私たちの最優先検討事項である
ことを保証いたします。

連邦政府とワシントン州は現
在、休校中の特別教育サービス
の提供およびCOVID-19の影響
により許容される範囲内でのサ
ービス提供モデル変更に関する
ガイダンスを作成しています。
私たちはガイダンス作成経過を
注視しており、頻繁なコミュニ
ケーションを通じて保護者の方
々と連携することをお約束しま
す。
特別教育サービス提供が休止し
ている間、スタッフはリソース
とオプショナルの教育関連活動
を毎週提供します。これらのリ
ソースや活動についての質問や
疑問は担当スタッフにご連絡く
ださい。休校中もメールで対応
いたします。

さらに、現在のガイダンスに基
づいて担当カウンセラーが予定
されている（予定されていた）
再評価ミーティングおよび年次
504ミーティング参加について
の連絡をいたします。感染予防
のための制限を遵守し、会議は
相互に合意した日時に電話また
はビデオ会議で開催されます。
保護者が直接会うことを希望す
る場合は、休校が解除されるま
で提案されたミーティングを遅

らせるようリクエストすること
ができます。

学区は、現在の公衆衛生状況や
利用可能な連邦および州のガイ
ダンスの更新などの最新情報を
継続して提供します。 さらに
詳しい情報はhttps://www.is-
saquah.wednet.eduもご確認く
ださい。この困難な時期にも私
たちは常にコミュニティへの感
謝を持ち、お子様のサポートの
為にご家族に寄り添っていきま
す。

敬具
Pam Ridenour
Director of Student Interventions
District Section 504 Coordinator

KOREAN
504 플랜 학생 가정 여러분들께,
이사콰학군과 학생 중재부는 이
런 전례가 없는 시기를 맞이하여 
학생, 교직원과 우리 커뮤니티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
다. 우리 학군이 가정과 커뮤니
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면서, 
ADA의 섹션 504에 의거한 서비
스를 학생들이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
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휴교
기간 동안 제공할 특수교육과 코
로나19로 인한 서비스 모델의 
변경에 관한 지침을 계발하고 있
습니다. 저희는 이런 지침의 계
발을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
으며, 여러분과의 잦은 소통을 통
해 함께 협력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휴교기간동안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지만, 교직
원들이 학습에 필요한 자원과 학
습과 관련된 엑티비티(선택 사
항)를 일주일 단위로 제공할 것
입니다. 이런 자원과 엑티비티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의 담당교직원에 연락하세요. 교
직원은 이메일로 답변을 해드립
니다.
또한, 학생의 카운슬러가 앞으로 
있을 또는 예약된, 재평가 미팅이
나 연간 504 미팅에 관해 여러
분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보
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모든 미팅
은 전화 또는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 상방 합의가 된 날짜와 시

간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원하
시면, 학생이 학교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미팅의 연기신청도 가능
합니다.
우리 학군은 코로나 정국이 호전
되거나 또는 연방 및 주정부의 지
침이 내려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
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학군 웹
사이트https://www.issaquah.
wednet.edu를 참고하세요. 항
상, 우리 지역민들께 감사하며, 
이런 어려운 도전의 시기에 여러
분과 함께 자녀들을 지원하는 일
에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am Ridenour
Director of Student Interventions
District Section 504 Coord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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