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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를 PDF 포멧으로 받아 보
길 원하시면 marisol@isfdn.
org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원하는 언어(스페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지정해 주세요.

컬츄럴 브리지 학부모 가이드 창간호를 소개합니다. 연례 간행되는 학부모 
가이드는 이사콰 지역의 모든 학부모와 이 지역으로 이사온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실었습니다.

저희는 이 지역에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께서도 이사콰학군 내에서 
살기 좋은 집과 좋은 커뮤니티를 찾을 수 있으며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나눌 
좋은 친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사콰학군(ISD)은 이사콰, 메이플 벨리, 뉴케슬, 렌튼과 사마미시 지역에 
있는 학교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5개의 초등학교, 5개의 중학교와 4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입학을 위해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하는 입학등록 서류 중의 
하나는 가정에서 쓰는 언어 설문지(Home Language Survey)입니다. 이 
설문지는 귀하의 자녀가 추가 영어학습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5쪽을 참고로 하세요. 거기서 영어 
학습자(English language Learner(ELL)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도 찾을 수 
있습니다.

툴즈 포 스쿨(Tools 4 School) 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이사콰 학군의 유치원-12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한하여 학교 준비물과 새로운 책가방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8월에 있을 이 행사에 관한 정보는 20쪽을 참고로 하세요.
 
새로운 곳에선 새로운 삶이 있겠죠! 이 지역에는 다양한 활동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배울 것은 물론이고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가시간이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시길 원하신다면, 
이사콰 학군재단(Issaquah Schools Foundation) 웹사이트(isfdn.org)를 
방문하셔서 보이스(VOICE) 멘토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은 많은 학생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을 가져다 
주며, 또한 한 인간으로서의 당신에게도 긍정적인 경험이 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컬츄럴 브리지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아주 소중하며, 더 좋은 잡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 쪽에 있는 링크로 가셔서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하시거나 저희에게 이메일(Marisol@isfdn.org)을 보내주십시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또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마가리타 리아스와 마리솔 비셜

사진 바크라브 미드릴

是一个基金项目，其来自于

Cultural Bridges
Issaquah Schools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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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콰 학군

이사콰학군(ISD)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사콰 학군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학군의 미션은 학생들이 역동적인  글로벌 환경에서 
학업적, 직업적, 개인적 및 실제적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드리고 이에 잘 준비할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학생들은 대학진학이나 특수 직업교육을 받을 학업적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며, 
또한 책임감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패밀리 엑세스(Family Access)  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시험성적, 출석, 수업 
스케줄과 예방접종기록을 포함한 학생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학부모는 각 학생의 비상연락정보가 정확한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 엑세스(일명 스카이워드(Skyward))에 로그인을 할때, 로그인은 성(last name)의 첫 5자와 
이름(first name)의 첫 3자에 숫자 000 ( 숫자 0 세번)을 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Rosario Martinez 로그인: MARTIROS000 

비밀번호(Password)를 잊어버리셨다면, 학교 행정부에 연락하셔서 임시 비밀번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패밀리 엑세스 로그인 정보는 학생 입학등록시 이메일 주소를 기제하신 경우에는 이메일로  정보를 
받게됩니다..

신학기를 위한 온라인 재등록 절차 과정에 대한 정보는 8월에 받게 됩니다. 재등록 과정에서 
이사콰학군 시스템에 있는 본인의 정보를 재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학군은 
더 이상 성적표를 우편배송하지 않습니다. 패밀리 엑세스를 통해서만 성적표 확인 및 복사가 
가능합니다. 

이사콰학군 E-뉴스(ISD E-News)는 학부모와 커뮤니티에게 비상정보를 포함하여 학군/학교정보를 
알리는데 사용되는 가장 효과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사콰학군 

웹사이트( www.issaquah.wednet.edu/news/ENews)를 통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E-뉴스를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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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콰 학군

영어 학습자(English Language Learners (ELL)) 프로그램

학생이 워싱턴주 학교에 등록 할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설문지(Home
Language Survey)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설문지는 여러 나라어로 번역되어 
있으므로 해당 학교에 문의하세요.)

 •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 자녀는 영어 
 배치고사(English Language Placement Test)을 보게 됩니다.  교직원이 주관하며 학생들의 듣기, 말  
 하기, 읽기와 쓰기 분야에 관해 시험을 보게 됩니다.

배치고사을 통해 학생들을 아래의 3가지 레벨로 나눕니다:

 • 초급(Emerging) (레벨1 또는2)

 • 중급(Progressing) (레벨3)

 • ELL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음 (레벨 4)
배치고사 결과는 우편으로 학부모에게 보내드립니다.

초급과 중급 ELL학생은 정규 수업일 동안 ELL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습니다. 

학생들은 일 년에 한 번씩  2월 또는 3월에 ELPA21 시험을  온라인으로 보게됩니다. ELPA21 시험;  시험 
결과로 영어능력 향상정도와 현재 ELL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고사를 원하시면, 
웹사이트( http://wa.portal.airast.org/)를 방문하세요.

만약 학생이 이 평가에서 고급(레벨 4)를 받은 경우, 다음 학기부터 ELL 수업을 받지 않으며 ELL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됩니다. 
 
고급(레벨 4) 학생은 2년동안 “관찰” 대상이 됩니다. 담당 교사들은 학생이 평균 영어 실력을 
유지하는지를 지켜보며, 학생들이 그 표준을 따라가지 못 할 경우에는 도움을 줍니다.

ELL 담당교사는 일주일에 여러 번의 수업을 통해 ELL 학생들에게 전반적인 지원을 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언어를 배울수 있도록 ELL 교사로부터 학과목에 필요한 특정 언어지도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본인의 교실에서 ELL 지도를 받습니다.  

“ 연구에 의하면 제2 외국어 집중지도를 받은 학생은 그렇지 못한 학생에 비해 5배이상의  성취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 Improving Education for English Learners: 연구를 토대로한 접근, 2010, 2013, Saunders, Goldenberg 저자

이사콰학군의 ELL학생들의 프로그램 종료율은 워싱턴주에서 아주 높은 편 입니다. 이사콰학군 학생들은 
언어 공부에 탁월한 성취율을 보이며, 학교생활 적응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학교의 ELL교사에게 연락하거나 ELL 사무실로 전화( 425-837-7093) 
하세요. 통역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Distrito Escolar de Issaqu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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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콰시는 이사콰 주변의 여러개의 산들( 쿠거, 
스콱, 타이거)과 사마미시 호수 사이에 자리를 
잡은 유서 깊은 커뮤니티로 역동적인 미래사회을 
추구합니다. 이사콰시는 많은 산책로와 연어로 
유명하며 이스트사이드(Eastside)의 일자리와 
상권의 중심지입니다 

먹거리와 쇼핑 장소는 프론트가(Front Street)에 
있는 이사콰  올드타운,   이스트 레이크 사마미시 
센터 (East Lake Sammamish Center), 이사콰 
코몬스 (Issaquah Commons), 메도우 쇼핑센터
(Meadows Shopping Center), 픽거링 프레이스
(Pickering Place)와 길만 빌리지(Gilman Village) 
를 포함합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이벤트는 매년 10월 첫째 
주에 개최되는 이사콰 연어 축제(Issaquah 
Salmon Days)입니다. 해마다 15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이사콰 연어 부화장과 산란하러 
들어보는 연어를 보러 오며, 또한 다양한 아트, 
음악, 먹거리와 연어와 관련된 재밌는 
행사들을 즐기러 옵니다. 

이사콰시의 또 다른 볼거리들은 빌리지 극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 이사콰 파머스 마켓(5-9월, 
토요일), 보헴즈 캔디즈 초콜릿 공장(Boehm’s 
Candies chocolate factory), 길만 타운홀 
박물관(Gilman Town Hall Museum), 재건된 
이사콰 기차역 (Issaquah Train Depot),  쿠거산 
동물원(Cougar Mountain Zoo)이 있습니다.

웅장한 이사콰 산맥은 연중내내 산책로, 마운틴 
바이킹, 페러글라이딩과 같은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며, 사마미시 호수는 낚시, 보트 타기나 
수영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주택 유형은 유서 깊은 다운타운 집, 부지가 
넓은집, 다세대 주택, 혁신적인 이사콰 하일랜드와 
탈러스 도심 빌리지를 포함합니다. 

이사콰 자원 

• 시청 (상수, 하수, 도로): 130 E Sunset Way, 
425-837-3000, issaquahwa.gov
• 이사콰 경찰서: 130 E Sunset Way, 425-837-
3200, issaquahwa.gov/police
• 커뮤니티 센터 (여름 캠프, 토들러 타임, 
스포츠, 청소년 센터, 유아원, 피트니스): 301 
Rainier Blvd S, 425-837-3300, issaquahwa.gov/
communitycenter
• 줄리어스 보헴 수영장Julius Boehm Pool 
(강습, 자유 수영, 이벤트): 50 SE Clark St, 425-
837-3350, issaquahwa.gov/pool
• 우체국: 400 NW Gilman Blvd, 425-837-8795
• 도서관: 10 W Sunset Way, 425-392-5430
• 유틸리티: 가스/ 전기: Puget Sound Energy 
(PSE), 425-455-5120, pse.com
• 쓰레기 수거: Recology CleanScapes, 425-
837-1234, cleanscapes.com

이사콰시

이사콰시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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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미시시

여름 이벤트(7-9월): 
Art Exhibit (Arts Commission)
Fourth on the Plateau (Parks) 
Shakespeare in the Park (Parks) 
KidsFirst! (Parks) 
Concerts on the Park (Parks) 
Sammamish Walks (Sammamish Walks) 
Sammamish Mud Run (Friends of 
Sammamish) 
Sammamish Days (Parks) 
Sammamish Nights (Chamber) 
Day of Service Volunteer Event (Parks) 
Day of Caring Volunteer Event (Parks) 

가을 이벤트 (10월-12월): 
Disaster Preparedness Fair (Citizen Corps) 
Art Fair (Arts Commission) 
Nightmare at Beaver Lake (Rotary) 
Halloween Happening (Parks) 
Gen-Fusion (Arts Commission) 
Very Merry Sammamish (Parks) 

겨울 이벤트(1월-3월): 
Gen-Triller Rehearsals (Arts Commission) 
MLK Day Volunteer Event (Parks) 
Art Reception – “Acceptance” (Arts 
Commission) 
Artist Opening Reception (Arts Commission) 
Build it Sammamish (Arts Commission) 
Make it a Glass Day (Arts Commission) 

봄 이벤트 (4월-6월): Eggstravagaza (YMCA) 
Sammamish Walks (Sammamish Walks) 
Earth Day Event (Parks) 
Art Reception for (Arts Commission) 
Farmers Market (Chamber) 
Rig-A-Palooza (Parks) 
Skate Competition (Parks) 

사마미시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마미시시는 모든 거주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강한 사회를 권장하며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을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여기는 곳입니다. 사마미시시는  장애인 서비스, 주택/식량 보조, 
정신 건강, 노후대책 자원, 문화적 연대감 형성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및 광역 에이젼시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이젼시는 개인 
및 가정이 웰빙을 되찾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마미시시 웹사이트: (www.sammamish.us)로 
가셔서 Health and Human Services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미시시 이벤트, 자세한 날짜와 장소는 웹사이트
www.sammamish.us/news-events/city-calendar/ )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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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등록 절차

초등학생 추천 도서
 
유치원: Green Eggs and Ham (Dr. Seuss)
1 학년:  The Giving Tree (Shel Silverstein) 
2 학년:  The Magic Treehouse series  (Mary Pope Osbourne)
3 학년:  Charlotte’s Web  (E.B. White)
4 학년:  The One and Only Ivan (K.A. Applegate)
5 학년:  Wonder (R.J. Palacio)

 

초등학교 입학등록 절차
이사콰학군 초등학교를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등학교 입학등록시- 기억할 것들!

1. 부모 신분증, 예방접종 기록, 생년월일 
증명서류(출생증명서 또는 여권)와 공과금 
고지서(가스, 수도, 전기)와 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를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재산세 고지서.
 • 임대 계약서 (선택사항).
 • 거주자 증명서.

2. 위의 모든 구비 서류 제출이 없으면 학생 등록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3. 비상연락망에 필요한 이름과 전화번호( 데이 
케어 센터 정보 포함) .

4. 가정 언어 설문지(Home Language Survey)

학생등록은 가까운 지역 초등학교에 연락하세요. 
각 초등학교 전화번호는 21쪽을 참고하세요.

유치원 정보
이사콰학군은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유치원을 운영합니다. 오전에 시작하는 
반종일반 유치원 프로그램도 옵션 중의 
하나입니다. 오전반 학생도 아침에는 
통학버스를 이용합니다. 유치원 등록은 
주거지역 해당 학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원 등록일은 2월 초에 시작하여 3월 
초에 마감합니다. 이 정보는 웹사이트: 
(https:///www.issaquah.wednet.edu/
academics/programs/kindergarten)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생 등록은  8월 31일까지 만 5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혹시 만 5세가 되
지 않더라도 공인된 평가자로 부터 개별 
평가를 받고 초등교육부 이그제크티브 
다이렉터가 조기입학을 승인한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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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콰학군 중학교를 방문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학교 입학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증명서 (학생의 이름과 생년월일 확인을 위함).
• 입학등록을 하는 성인의 운전면허증.
• 이사콰학군 신입생 등록서류(Issaquah School District New 
Student Enrollment Form).
• 거주지 확인 서류와 이를 증명하는 문서( 등록서류 뒷면 확인).
• 중학교 비상연락망 정보(Middle School Emergency Notifica-
tion Information).
• 학생 주거지 설문지(Student Housing Questionnaire).
• 가정교육권 및 프라이버시 법률(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서류 (해당시).
• 가족 프라이버시 요청 서류(Giving Families Choice form 
(해당시)).
• 가족 선택 K-12  군인 정보(Family Choices K-12 Military In-
formation.
• 가정 언어 설문지(Home Language Survey).
• 예방접종 증명서(완료 및 서명).
• 학교간 생활기록부 전송 요청서.
• 필요할 경우, 언어, 수학, 과학과목 진로선택 서류 지참.

입학등록 절차

고등학교 입학등록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 거주지 증명을 위한 아래의 서류중 두가지 이상 제출: 
 • 수도/ 전기/ 가스 요금 고지서. 
 • 전화 또는 케이블 요금 고지서.
 • 조건부 날인 증서(Escrow papers) –보호자 명의.
 • 임대 계약서- 보호자 명의.
• 이전 학교의 성적증명서(봉인된 성적표)와 
성적증명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최근 성적표나 
제적증명서.
• 교육기록(생활기록부) 전송 신청서(Request for Transfer of 
Educational Records).
• 비상연락 정보 문서(Emergency Notification Information 
form).
• 기밀 비상 건강정보에 관한 문서(Confidential Emergency 
Health Information form).
• 테크놀리지 이용에 관한 동의서(Responsible Use of 
Technology Agreement).
• 주정부 교육권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Federal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문서(선택사항).
• 가정 언어 설문지(Home Language Survey).
• 학생 주거지 설문조사. 
• 예방접종 증명서.

• 위중한 건강상태 정보 서류(선택사항).
• 학생 핸드북 동의서.
• 고등학교 프라이버시 옵션(선택사항).
• Northwest Studies 과목 이수.
• 점심시간동안 캠퍼스을 떠나도 된다는 허용서(Lunch 
Release form)-선택사항.
• Tech Proficiency과목 이수.
• 장학금 신청서(선택사항).
• 군인가족 정보.
• 수강과목 리스트(Course Selection sheet). 이것은 
각 학교 웹사이트의 “Enrollment” 탭에 있으며 
수강가능한 과목 목록을 볼 수 있는 코스 카탈로그 
링크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면, 학생의 Individual 
Education Plan (IEP) 사본을 등록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이 504 plan있다면, 반드시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콰학군 고등학교를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등학생 추천 도서

9학년:  
10학년: The Kite Runner 

(Khaled Hosseine)
11 학년: A Raisin in the Sun 

(Lorraine Hansberry)
12 학년: Hamlet 

(William Shakespeare) 

Buenos libros para leer durante 
la preparatoria

9º grado: The Book Thief 
de Markus Zusak.

10º grado: The Kite Runner 
de Khaled Hosseine.

11º grado: A Raisin in the Sun 
de Lorraine Hansberry.

12º grado: Ham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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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자원

긍정적인 행동 및 사회적 감정적 지원(Positive 
Behavior and Social Emotional Support, PBSES)

이사콰학군은 PBSES가 존중, 긍정적 관계, 
예측가능하고 진취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학생들이 사회적 및 
감정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을 비전으로 합니다.

PBSES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 www. issaquah.
wednet.edu/academics/programs/pbses
을 통해 확인하세요.

저의 잡지는 학년 동안 4번씩 발간되는 잡지로 각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의 ELL 교사나 
학교 사무실을 통해 잡지를 받아보실 수도 있고 
이사콰, 뉴캐슬, 렌튼과 사마미시시의 도서관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isfdn.org/magazine)를 통해 
온라인으로 잡지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번 호뿐만아니라 이전에 발행된 모든 
잡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설문지 
(www.surveymonkey.com/r/CltrBrdgs2017)를 
작성하시면 저희가 좀더 나은 잡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리솔 
비셜에게 이메일 (Marisol@isfdn.org)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보이스 멘토 프로그램(Volunteers 
of Issaquah Changing Education 

(VOICE) Mentor Program)

참여하세요!

보이스(VOICE)는 이사콰학군 학생과 지역 
거주민을 짝을 지어주는 학교내의 자원봉사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보이스 멘토는 
일주일에 한 시간씩 학생의 멘토가 되어줍니다. 
학과수업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도 있고 사회적 
또는 감정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도 있으며 그저 
친구나 롤모델이 필요한 학생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어떤 분야의 멘토로 봉사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보이스 멘토들은 
일주일에 한시간의 일대일 멘토링 시간이 아주 
의미있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WEB (Where Everyone Belongs)에 대해 
들어 보셨어요? 

WEB은 PTSA와 이사콰학군 재단이 후원하는 학생이 
주도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6학년 학생의 사회적, 감정적인 면과 
학업성취를 돕기위해  이사콰의 모든 중학교에서 
실행됩니다. 모든 6학년생은 두 명의 8학년 WEB 
리더와 짝지어지며 리더는 오리엔테리션은 물론이고 
한 학년 동안 중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알려줍니다. 
WEB 리더는 학교생활의 모든 면을 잘 대표하는 8 학년 
학생입니다. 리더는 8월달에 3일동안 훈련을 받으며 일 
년 동안 10-12 명의 6학년생을 멘토링 할 책임이 
있습니다.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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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viendo a familias de ESL en el Distrito Escolar de Issaquah

Serving ESL Families in the Issaquah School District

Kínder de día completo gratuito

Free Full Day Kindergaten 

Pg. 14-15

Nuevos horarios de entrada y salida

Bell Time Change

Pg. 8-9

Pagar la universidad, empieza a hacer las cuentas

Paying for College, Do the Math Now

Pg.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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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ng ESL Families in the Issaquah School District

Cómo programar citas para Parent Teacher Conferences
How to schedule Parent Teacher Conferences

Pg. 16-17

¿Qué es Issaquah Schools Foundation?
What is the Issaquah Schools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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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ng ESL Families in the Issaquah School District

Ayuda para la reinscripciónRe-enrollment Help Pg. 6-7

¡Parques para disfrutar!Parks to Enjoy! Pg. 10-11

Campaña Speak Your Language Speak Your Language Campaign Pg.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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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자원

영어를 잘 못하거나 전혀 못하더라도 자원봉사 
할 방법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원봉사 방법:
자녀의 학교에서: 다문화의 밤과 같은 학교 
행사에 참가하여 문화 소통 또는 문화 대사가 
되세요.

초등학교에서는 팝콘 자원봉사자, 미술시간에 
조력자로 봉사, 도서관 도우미, 복사, 종이 
자르기, 연필 깍기, 복도 벽에 작품 걸기 등으로 
교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Walkabout(방과 전후나 
점심시간에 학교내부를 감독하는 훈련을 거친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나 사물함이나 교문이
제대로 닫혀있는지를 확인하거나 또는 당신의 
문화에 대해 말해줘도 좋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견학학습이나 다른 이벤트에 
보호자로 따라갈 수도 있으며 보이스 멘토(같은 
언어나 문화를 가진 학생과 짝지어 줌)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사콰학군의 자원봉사자가 되려면 
이메일주소와 자원봉사 신청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속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신청을 함과 동시에 당신의 
이름이 현역 자원봉사 지원자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학군에서 
자원봉사자 신청 승인확정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스펨이나 정크 이메일도 확인해 
보세요. 만약 신청 48시간 이내에 이메일을 못 
받은 경우는 여기로 
이메일(volunteers@issaquah.wednet.edu)을 
보내세요.

모든 자원봉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서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한번 승인된 자원봉사자 자격은 한 학년 또는 
한 스포츠 시즌에만 인정됩니다. 다음 학년에 
자원봉사자로 승인을 받으시려면 또 다시 신청 
절차를 통해 야 합니다.

이사콰학군 자원봉사자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사콰학군 웹사이트
(http://isfdn.org/get-involved)를 참고하세요.

자원봉사할 시간이 있으세요?

정규 시간표 월, 화 , 목, 금 수요일 시간표

등교 하교 등교 하교

초등학교*  오전9:10 오후3:35 오전9:10 오후1:25 

중학교 오전8:10 오후2:35 오전10:20 오후3:30 

고등학교 오전8 :00 오후2:52 오전10:10 오후3:55 

 2017-2018 년도 학기 등하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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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자원

SEPTEMBER 
28 29 30 31 1 
4 5 6 7 8 

11 12 13 14 15 
18 19 20 21 22 
25 26 27 28 29 

 

FEBRUARY 
   1 2 

5 6 7 8 9 
12 13 14 15 16 
19 20 21 22 23 
26 27 28   

 
OCTOBER 

2 3 4 5 6 
9 10 11 12 13 

16 17 18 19 20 
23 24 25 26 27 
30 31    

 

MARCH 
   1 2 

5 6 7 8 9 
12 13 14 15 16 
19 20 21 22 23 
26 27 28 29 30 

 

NOVEMBER 
  1 2 3 

6 7 8 9 10 
13 14 15 16 17 
20 21 22 23 24 
27 28 29 30  

 

APRIL 
2 3 4 5 6 
9 10 11 12 13 

16 17 18 19 20 
23 24 25 26 27 
30     

 
DECEMBER 

    1 
4 5 6 7 8 

11 12 13 14 15 
18 19 20 21 22 
25 26 27 28 29 

 

MAY 
 1 2 3 4 

7 8 9 10 11 
14 15 16 17 18 
21 22 23 24 25 
28 29 30 31  

 
JANUARY 

1 2 3 4 5 
8 9 10 11 12 

15 16 17 18 19 
22 23 24 25 26 
29 30 31   

 

JUNE 
    1 

4 5 6 7 8 
11 12 13 14 15 
18 19 20 21 22 
25 26 27 28 29 

 

 

2017-2018 District Calendar 
 
 

M T W Th F M T W Th F 

9월 4일:                   노동절 

  학생 및 교직원 휴교 
 

9월 6일:                  개학일 
 

10월 23일:              교사 직무일   
  학생 및 교직원 휴교 

 
11월 10일:              재향군인의 날  

  학생 및 학생 휴교 

 
11월 23-24일:         추수 감사절 

   학생 및 교직원 휴교 
 

12월 6-7일:             초등학교 컨퍼런스 
 

12월 21 - 1월 1일:   첫 겨울방학 
      학생 및 교직원 휴교 

 
1월 15일:                마틴 루터 킹 기념일 

   학생 및 교직원 휴교 

 
1월 29일:               교사 직무일 

 학생 휴교 
 

2월 19일:                     대통령의  날  

2월 20-24 일:            두번째  겨울방학  
  학생 및 교직원 휴교 

 
4월 9-13일:             봄방학  

 학생 및 교직원 휴교 
 

5월 25일:                   휴교  
  기상악화로 인한 보충 수업일 

5월 28일:              전몰장병 추모일         
  학생 및 교직원 휴교 

 

6월 20일:                방학식 (학교  마지막  날 )  
 

 

기상 악화로 인한 보충 수업일 
학기중 기상 악화로 휴교할 경우, 5월 25일 날 첫 보충수업을 

합니다. 필요시 6월 달에 추가 보충수업이 이루어집니다. 
 
 

 
 

2017-18 school calendar 
6.26.17 
Calendar is pending negotiations for the CBA beginning in 2017 

2017-2018 학사 일정

초등학교
Apollo:  425-837-7500.
Briarwood:  425-837-5000.   
Cascade Ridge:  425-837-5500.   
Challenger:  425-837-7550.
Clark:  425-837-6300.
Cougar Ridge:  425-837-7300.
Creekside:  425-837-5200.
Discovery:  425-837-4100. 
Endeavour: 425-837-7350.
Grand Ridge:  425-837-7925. 
Issaquah Valley:  425-837-6600.
Maple Hills:  425-837-5100.
Newcastle:  425-837-5800.

Sunny Hills:  425-837-7400.
Sunset:  425-837-5600.
중학교
Beaver Lake: 425-837-4160.
Issaquah Middle:  425-837-6818. 
Maywood:  425-837-6909.
Pacific Cascade: 425-837-5911.
Pine Lake: 425-837-5710.

고등학교
Gibson Ek High School: 425-837-6350. 
Issaquah High School: 425-837-6000.
Liberty High School: 425-837-4800.
Skyline High School:  425-837-7700.

 학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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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aquah Schools Foundation

이사콰학군 재단(ISF)은 이사콰학군과 파트너가 되어 학생들이 그들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자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ISF는 전인교육 접근법을 이용하며, 커뮤니티 전역의 파트너십 활용으로 학군의 모
든 학생에게 무한한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ISF는 주정부에서 보조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틈을 채워주며 학군내
의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옹호합니다.

   Tools 4 School

툴즈 포 스쿨은 이사콰학군이 주관하는 커뮤니티 전역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이사콰학군 K-12학년 학생 중 도
움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준비물과 책가방을 무료로 제공하는 연중 프로그램입니다. 
이사콰학군에서 대략 1,000여명의 학생이 기본 학교 준비물과 책가방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예상했습니다.  2014년 부터 툴즈 포 스쿨(Tools 4 School) 행사는 매년 8월에 하는 주력 행사를 통해 이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절반정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의 행사는 8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에 이스트리지 교회( Eastridge Church, 24205 SE 
Issaquah-Fall City Rd Issaquah, WA 98027)에서 있습니다.

학생 및 모든 사람이 좋아할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퍼시픽 시이언스 센터에서 마련하는 과학 
프로그램( science on wheels), 이동 도서관과 “Friends of Library” 에서 마련한 무료 도서, 페이스 
페인팅, 소방관 아저씨 만나기. 바베큐 파티, 학교 준비물과 새 책가방을 무료제공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 

학교 준비물로 채워진 무료 책가방을 원하시면 여기로( www.isfdn.org/tools4school) 8월 15일까지 등록하세요. 
일단 등록하시면,  Issaquah Food and Clothing Bank 의 레베카(Rebecca)로 부터 책가방 픽업 시간을 
이메일로 통보 받게 됩니다. 책가방의 수가 한정된 관계로 행사 당일 등록없이 오신 분들께는 선착순으로 
책가방을 드립니다. 

책가방이나 학교 준비물이 필요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시면, 언제든지 학교 행정실에 연락하시면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과 연결해 드립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웹사이트:(http://isfdn.org/tools4school)를 방문하시거나 레베카(Rebecca)에게 
이메일 (rebecca@issaquahfoodbank.org) 하거나 전화(425-392-4123 x11) 하세요.

지난해 툴즈 포 스쿨(Tools 4 School)행사에 참가자의 경험담 :

“ 다양한 이벤트가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거기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었고 무료 책가방과 학교 
준비물은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었고 학생들에게는 신나게 학교를 시작하도록 만들어주었어요.”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이 행사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Foundation-funded programs and initiatives in our district include:

View all Foundation funded investments and Donate Today at isfdn.org

Fueling Success for

Your gifts to the Foundation support students when they struggle, when they excel 
and all times in between. From leading-edge STEM curriculum to financial literacy, 
arts programs to after-school tutoring, you ensure that all kids have access to limitless
opportunities that inspire them on their personal path to success.
 

Every Student at Eve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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