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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

저는 졸업생 자녀를 둔 부모님과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이 취학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까요? 그 대답은 항상 비슷합니다. 그 분들은 매 학년을 
여유롭게 즐기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고, 또 학교 일에 조금 
더 참여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고, 저희에게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 자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컬추럴 브리지 잡지는 모든 가정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재 6개 국어로 발간됩니다. 저희 잡지는 우리 학군의 
24개 학교 행정실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사콰 
학군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가정들을 
위해 통합정보를 담은 패밀리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웹사이트에 있는 학생 
핸드아웃(student’s handouts)과 학교 PTSA(학부모회) 웹사이트를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를 받으시면, 꼭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12-13페이지를 읽어보시면, 우리 학군이 이사콰학교 
재단(Issaquah Schools Foundation)과 PTSA 같은 단체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서 행운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학생들의 
일과에 큰 영향을 주는 이런 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나 기부 활동은 영어를 
못해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저희가 언제든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희망찬 2019-2020 학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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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시아 스피너, 마리솔 비셜

이 잡지의 저작권은 컬추럴 브리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컬추럴 브리지 잡지는 이사콰학군에 배포되는 무료 커뮤니티 잡지이며 이사콰 
학교재단(ISF)의 후원으로 발간됩니다. 이사콰 학교재단 의 미션은 교육, 건강, 영양, 시사 및 이사콰시의 다양한 문화 등에 관한 토픽을 다루어 
지역 구독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컬추럴 브리지 교육(Cultural Bridges for Education)은 잡지에 포함된 
광고나 기사 내용의 견해를 반드시 승인하거나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컬추럴 브리지는 잡지에 광고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MARISOL VISSER
프로그램 매니저
marisol@isfd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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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에디터

culturalbridges@isfd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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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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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KELLY BURCH 
표지

잡지를 PDF 포멧으로 받
아 보길 원하시면 

culturalbridges@isfdn.org 
으로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원하는 언어(영어, 중국
어, 한국어, 러시안어, 스
페인어, 베트남어)를 지정

해 주세요. 

컬추럴 브리지는 이사콰학교재단
(ISF)의 프로그램입니다

Cultural Bridges
Issaquah Schools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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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콰학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컬추럴 브리지 잡지의 패밀리 
가이드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패밀리 가이드가 여러분이 
이사콰학군에 관한 정보를 찾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콰학교 
재단은 이사콰시, 사마미시시, 렌튼시, 
벨뷰시와 뉴캐슬시에 거주하시는 학교 
커뮤니티의 학부모, 후견인은 물론 
학생들에게 유용한 자원인 컬추럴 
브리지 프로그램을 지원 및 제공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사콰학교 당신의 자녀들에게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과 주정부 보조금 사이의 차액을 
충당하며, 총24개 학교에서 총20,500
명의 학생들의 성공을 후원합니다.  
 
하지만 이 재단의 핵심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부금은 방과후 숙제 도우미, 예술적 지원, 스템 클럽, 로보틱스, 툴즈 4 스쿨
(Tools4School)의 배낭 및 학교 준비물 무료 제공, 스낵 및 점심 지원, 전문성 계발과 교사 
보조금 등을 포함한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에 쓰여집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기부가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사콰학교 재단은 501C3 비영리 조직으로 이사콰학군의 모든 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해 기부금 
조성과 친구 조성을 합니다.  저희는 이사콰학군과 파트너가 되어 각 학교, 교사, 자원봉사자, 
PTSA 및 다른 커뮤니티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합니다. 저희 재단은 이사콰학군이 배움 촉진, 교육 성과 증진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학생들이 자신감 있고, 유능하며, 참여도 높은 시민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통합 조직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기부 또는 학생들이 성공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info@isfdn.org 
이나 홈페이지 www.isfdn.org를 통해 연락해 주세요 .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또는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래봅니다!

모든 학생들의 성공을 위하여,

코넬 애트워터
이그제크티브 다이렉터

이사콰학교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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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콰학군

이사콰학군(ISD)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사콰학군 미션: “ 학생들이 역동적인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학업적, 직업적, 개인적 및 현실적 
도전을 기꺼이 받아드리고,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노련하면서도 다정한 교직원들은 다양한 
교수법과 학습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미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군은 패밀리 엑세스( Family Access)를 이용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시험성적, 출석, 
수업 스케줄과 예방접종기록을 포함한 학생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학부모는 
개별 학생의 비상연락정보가 정확한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패밀리 엑세스(일명 스카이워드(Skyward))에 로그인을 원하시면,  
https://issaquah.wednet.edu/family/FamilyAccess 로 가셔서  “Log in to Family Access” 
를 클릭하세요.  로그인 ID는 성(last name)의 첫 5자와 이름(first name)의 첫
3자에 숫자 000 (숫자 0 셋)을 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디아 곤잘레스(Claudia 
Gonzalez)의 경우

  

패스워드가 없으시다면, 로그인 페이지로 가셔서, “Forgot your Login/Password?”를 클릭하세요. 
본인의 이메일이나 로그인 ID를 입력하시면 패스워드를 재설정할 수 있는 링크를 이메일로 
받게됩니다.  혹시, 등록된 이메일이 없으시면 해당 학교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신학기 등록절차에 관한 정보를 8월 중에 받게 됩니다. 온라인 등록 시 이사콰학군 시스템에 
있는 자신의 정보가 정확한지를 재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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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S.: 425-837-6350. 
Issaquah H. S.: 425-837-6000.
Liberty H. S.: 425-837-4800.
Skyline H. S.:  425-837-7700.

각 학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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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패밀리 파트너십
이사콰학군은 개별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성공을 후원합니다. 

학교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해당 학교의 패밀리 파트너십 담당자에게 연락하세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자녀를 입학 시킬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학교가 제공하는 클럽, 
스포츠, 특활 활동과 자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른 궁금증에도 해답을 드립니다.  또한 패밀리 파트너십 담당자는 자녀의 성공에 
도움을 줄 카운슬러, 교사 및 교직원과 학부모를 연결시켜 주는 일도 합니다. 

이사콰학군

Francisca Mejia Campos 
(Español)
패밀리 파트너십 담당자
425-837-7141
CamposF@issaquah.wednet.edu
담당 학교:
이사콰 고등학교
이사콰 중학교
퍼시픽 캐스케이드 중학교
클락 초등학교
이사콰 밸리 초등학교
서니 힐즈 초등학교
선셋 초등학교

Wenli Mithal (中文)
패밀리 파트너십 담당자
425-837-7106
MithalW@issaquah.wednet.edu
담당 학교:
스카이라인 고등학교
비버 레이크 중학교
파인 레이크 중학교
캐스케이드 리지 초등학교
챌린저 초등학교
크릭사이드 초등학교
디스커버리 초등학교
인데버 초등학교

Ina Ghangurde  
(हिंदी) (मराठी)  
패밀리 파트너십 담당자
425-837-7008
GhangurdeI@issaquah.wednet.edu
담당 학교:
리벌티 고등학교
메이우드 중학교
아폴로 초등학교
브라이어우드 초등학교
쿠거 리지 초등학교
그랜드 리지 초등학교
메이플 힐즈 초등학교
뉴캐슬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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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고등학교 
비용  무료, 방과후 프로그램, 견학 학습과 스포츠와 같은 일정 활동에는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재정지원이 필요하시면 학교 행정원에게 연락하세요. 재정지원 신청자의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출석 학생이 결석을 하면, 학교로부터 자동 음성 메시지로 통보 받습니다.  학부모는 학교에 
전화하셔서 결석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허용되는 결석에는 질병/ 건강상의 이유, 또는 가족의 
경조사, 사전에 승인 받은 가족 여행과 종교적 기념일 준수로 인한 결석이 포함됩니다. 자녀가 
결석할 일이 있다면 학교에 학생 이름, 담당교사, 결석일, 결석 사유를 포함한 필요 정보를 
포함하여 결석 통지를 해주세요.   .

현제 한 학년 동안 한 달에 5번 이상 허용된 결석을 하는 경우나 일년에 10번 이상을 결석하는 
경우에는 이사콰학군이 학생과 학부모와 컨퍼런스를 갖도록 스케줄을 잡습니다.

만약 중-고등학생이 한 달에 5번 이상 결석하거나 일 년에 10번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는 학군이 
학생을 커뮤니티 결석 위원회(community truancy board)에 위임하거나 소송장을 작성하여 
청소년 법원에 선서를 하게 합니다.

복장 학생은 학교에 캐주얼 복장을 하며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다. 각 학교마다 복장 규정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점잖은 복장을 권합니다. 어깨 끈은 적어도 손가락 3개 넓이 정도로 
합니다. 로우 컷(low cut) 셔츠는 허용되지 않으며 몸에 달라붙는 옷이나 끼는 옷, 암시적 또는 
음란한 글씨나 그림을 포함한 의복의 착용을 금합니다. 반바지나 치마의 길이는 적어도 손을 
자연스럽게 내렸을 때 손가락 끝이 닿은 부분까지 이어야 하며, 속옷이 보여서는 안됩니다. 

교과과정 전 학년의 교과내용은 주정부 표준에 따른 교과과정을 이용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issaquah.wednet.edu/academics/curriculumstandards

특수교육  우리 학군은 이사콰학군 내에 거주하는 신생아부터 21살까지의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고 하세요. https://issaquah.
wednet.edu/district/departments/SpecServices.

숙제  초등학생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에 관한 한 장 또는 한 묶음의 숙제가 주어집니다.  
대부분의 교사는 숙제의 한 부분으로 매일 책 읽기 숙제를 줍니다. 숙제는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복습의 개념입니다. 교사는 수업시간에 숙제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수강신청을 한 클래스에 따라 숙제의 양이 달라집니다. 모든 숙제는 
담당 과목 교사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학생들은 자신들의 플래너에 숙제에 관한 상세 사항을 
기재합니다. 패밀리 엑세스에서 성적표 (Gradebook)를 확인하시면 자녀가 숙제를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클래스는 늦게 숙제를 제출하거나, 과제물 보충 및 재시험을 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학생이 의문사항이 있으면 담당교사에게 이메일을 하거나 방과 전후 
시간에 교무실을 찾아가서 상의합니다. 다양한 과목의 방과후 숙제 도우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학교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유치원-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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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정보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에 관한 질문이나 근심거리가 
있으시면 담당교사에게 연락하세요. 또 동생이 태어나거나, 이혼, 가족 구성원의 사망 등 아이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이벤트가 있으시면 꼭 담당교사에게 통보하세요. 자녀의 
학업이나 행동에 관해 논의 할 사항이 있으실 때도 담당교사에게 연락하세요. 필요하시면 전화 
통역 도우미 서비스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들의 전화번호는 학교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더 이상 E-news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학생 등록할 때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자동적으로 
신청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메일로 신청을 원하시면(예를 들어 - 학교에 개인용 
이메일을 제공했으나, 회사 이메일 주소로도 E-news를 받고 싶은 경우), 여기에서 신청하세요: 
https://issaquah.wednet.edu/news/ENews. 

이사콰학군, 학교와PTSA 의 웹사이트에는 아주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교사의 웹사이트를 잘 이용하여 숙제 또는 과제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수업 계획서 정보(수업, 시험 및 숙제 기대치), 월별 수업 일정 및 연락처도 웹사이트에 
올립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학기 초반에 있는 교과과정의 밤(Curriculum Night)에 참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학부모-교사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자녀의 교사와 만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각 학교는 이에 관한 정보를 모든 가정에 통보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통해 서류 
및 필요한 정보를 보내기 때문에 매일 자녀의 책가방을 확인하여 폴더에 중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 컨퍼런스가 따로 없지만, 원하시면 언제든지 면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적에 관한 걱정이 있으시면, 담당교사와 연락하여 상담하세요.  사회적, 
행동적, 감성적인 면에 관한 걱정은 학교 카운슬러에게 연락하세요. 이메일을 하거나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 통역 도우미 서비스도 있습니다.  

주정부 시험  학생발달사항은 주정부의 코몬 코어 스탠다드(Common Core Standards) 시험을 
통해 모니터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학생의 성적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치원 Washington Kindergarten Inventory of 
Developing Skills (WaKIDS)

 3- 8학년, 10-12 학년 Smarter Balanced Assessment (SBA)

5학년, 8학년, 11 학년 Washington Comprehensive Assessment in 
Science (WCAS)

12 학년 End-of-course (EOC)

유치원-12학년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Assessment for 
the 21st Century (ELPA 21)

https://www.issaquah.wednet.edu/academics/assessment

유치원-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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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버스 승/하차 장소와 버스 노선 정보는 8월 중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ssaquah.wednet.edu/family/transportation/elink. 학생은 
통학버스 도착시간 5분전에 승/하차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학기 중 학부모에게 
통지한 후에 통학버스 픽업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버스 승차 전과 
하차 이후에 발생하는 일의 모든 책임은 학부모에게 있습니다.  통학버스 기사는 학부모 
및 성인의 승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통학버스 내와 버스 승/하차 장소에서는 학생의 적절하고 안전한 행동이 요구되며 
또한 버스기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통학버스 안에서도 학교 캠퍼스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징계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징계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학버스 이용 규칙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http://www.issaquah.
wednet.edu/family/transportation 

학생은 학부모가 학교에 서류로 요청한 경우에만 다른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정해진 
승/하차 장소 이외의 곳에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하교 시간 30분전까지 학교 
행정실에 가서 버스 패스(bus pass)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오직 정해진 하차 
장소에서만 하차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은 부모가 서명한 서류, ”Release Form(
하차 시 부모가 없어도 하차 시켜도 좋다는 허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가 버스 정류장에 있는 경우에만 하차할 수 있습니다. 특정 버스노선, 
버스 승/하차 장소나 버스 기사에 관해 질문 또는 근심이 있는 경우, 또는 통학버스 
안에서의 학생 행동에 관해 말하고 싶으시면, 통학버스 담당부서(Transportation 
Department)로 전화하세요(425-837-6330).

점심 모든 학교에서 점심 구매가 가능합니다. 점심은 대략 $4 정도, 우유는 $0.50
이며 각 학생에게 점심 계정(lunch account)이 할당하여 점심 값을 충전/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PIN(개인 ID번호)를 기억하여 점심을 계산할 
때 해당 번호를 눌러야 합니다. 점심값 충전은 학교행정실에서 하거나 또는 점심시간 
계산대 도우미를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myschoolbucks.com를 
통해 온라인 결제도 가능합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자동결제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다음 달 점심 메뉴와 영양 정보는 매달 말일 전까지 웹사이트에 공지됩니다: 
https://www.issaquah.wednet.edu/family/lunch.

학생은 집에서 도시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면, 
학기 중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https://issaquah.strataapps.com/
(S(s0rh1e2iwo3bn3xim02lojcz))/default.aspx.

분실물 보관장소 학교는 개인이 분실한 물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에 분실물 보관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물건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물 
보관소에서 찾아보도록 권합니다. 찾아가지 않은 분실물들은 일년에 2-3번씩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됩니다.

유치원-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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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슬러  모든 학교에는 카운슬링 서비스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조언과 카운슬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카운슬링 
프로그램은 지정된 목표와 학생의 발달수준에 기준을 두어 학생성취도를 지원합니다. 
이 카운슬링 프로그램은 학교 카운슬링 팀과 다른 학교, 학부모 또는 보호자와 커뮤니티 
대표들과 함께 계획되고 조정됩니다.  아동 학대, 위기 중재,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가정, 거주지가 없는 경우, 정신과 서비스와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배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있습니다. https://www.issaquah.wednet.edu/family/career.

학생회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생 위원회(ASB)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교장이 
지명한 교직원이 학생회 조직의 주요 어드바이저가 됩니다. 학생회는 학기 중에 클럽, 
스포츠, 댄스 등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 모금운동을 합니다. 

 각 학교의ASB 조직은 스포츠, 음악 그룹, 이외의 이벤트 참여할 때 필요한 ASB
카드를 학생들에게 판매합니다.  카드는 대략 $35 -$55 정도입니다. 자격조건을 갖춘 
학생에게만 재정지원을 제공합니다. 

학생증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생 이름, 학년과 사진을 포함한 학생증을 
제공합니다. 학교에서나 학교 행사에 반드시 학생증을 소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클럽  학교는 무료로 다양한 방과후 클럽활동을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클럽의 목록과 
모임 날짜의 정보는 각 학교의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스포츠 학교는 해마다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ASB(Associated Student Body) 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연습은 방과후에 있으며, 연습이 끝난 후 엑티비티 통학버스(activity bus)를 탈수 
있습니다. 

음악  학교는 학생이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 할 기회를 제공하며 학년 중에 콘서트 
밴드, 재즈 밴드, 오케스트라, 합창 등의 공연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사물함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은 책, 학용품, 겨울 장비와 스포츠 장비 등의 사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개인 사물함을 배정받습니다. 일부 학생은 다른 학생과 사물함을 
공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기기  각 학교는 전자기기 사용 동의서(Electronic Device User Agreement)가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이 동의서를 읽고 서명을 해야합니다. 

등학교 시간 학교 등하교 시간이나 2019-2020학년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https://www.issaquah.wednet.edu/district/bell-schedules)를 방문하세요.

유치원-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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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 English Language Learners 학부모가 자녀가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학교에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은 영어 배치고사(English Language 
Placement Test)를 보게 됩니다. 교직원이 주관하며 학생의 듣기, 말하기, 읽기와 쓰기 
분야에 관한 시험을 봅니다.

배치고사의 결과는 학부모에게 보내드립니다.  배치고사를 통해 학생들은 아래의 3가지 
레벨로 나누어집니다: 초급(Emerging), 중급(Progressing) 또는 고급(Proficient).  초급과 
중급 레벨로 판정을 받은 학생은 ELL 수업을 받게 됩니다. 고급인 학생은 ELL수업을 받을 
수는 없지만, ELL 서비스를 통과한 후 2년동안 필요하다면 추가 학습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ELL 모델: 초등학교에서는 “서포티브 메인스트림(Supportive Mainstream)” 모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학생이 자신의 교실에서 수업을 받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교사와 ELL 교사는 GLAD (Guided Language Acquisition Design)프로젝트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ELL 교사와 조교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필요한 어휘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투입되며, 필요한 경우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언어 학습을 도움으로써 ELL학생들이 학급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중학교 ELL 모델: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ELD(English Language Development)수업을 
합니다. 이 수업은 학습에 필요한 언어를 발달시키고 학생들이 ELD수업을 제외한 하루 일과 
동안 핵샘교과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런 수업은 말하기 훈련, 영어 언어 
구조에 대한 교습과 읽기, 쓰기, 말하기와 듣기 훈련을 통한 학습에 필요한 언어 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 ELL도우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 수업은 
선택과목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ELL 수업을 듣는 학생은 음악 수업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ELL 모델: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ELD (English Language Development) 수업을 
합니다. 이 수업은 학습에 필요한 언어를 발달시키고 학생들이 ELD수업을 제외한 하루 일과 
동안 핵샘교과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런 수업은 말하기 훈련, 영어 언어 
구조에 대한 교습과 읽기, 쓰기, 말하기와 듣기 훈련을 통해 학습에 필요한 언어 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핵심 교과목 공부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일부 고등학교는 
ELL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 공부와 언어 습득에 필요한 추가 
도움을 줍니다. 

학생들은 2월 또는 3월에 일년에 한 번 있는ELPA 21 시험을 봅니다; 이 시험 결과는 학생의 
언어능력 향상 정도와 현 ELL 레벨을 알려줍니다.  만약 학생이 고급 레벨(Proficient)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ELL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됩니다. 

 ELPA21시험의 패밀리 가이드(영어, 스페인어)를 보시길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http://www.k12.wa.us/ELPA21/Timeline.aspx. 모의고사를 원하시면, 구글 크롬(Google 
Chrome)을 이용하여 아래의 웹 주소로 가세요: http://www.elpa21.org/assessment-system/
sample-items.

이사콰학군에서는 1,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ELL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ELL 사무실로 전화하세요(425-837-7093).

유치원-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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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고등학교

용어 정의

Accommodation
(맞춤교육)

학생의 효율적인 학습을 돕기위해  학습계획서나 일과표를 
변경하는 것 

Chaperone
(자원봉사자)

견학학습이나 스포츠 행사에 동반하여 소/대그룹 학생을 
돌봐주는 사람. 

CCSS Common Core State 
Standards 
( 핵심과목의 주정부 공통 표준)

K-12 학년의 수학과 언어능력 분야의 정해진 국가적 
목표 표준.  이 목표는 학생의 대학진학과 취업 준비를 
도와줍니다.

extracurricular
(과외 활동)

학교가 후원하는 학교생활 이외의 활동. 이런 활동은 
별도의 참가비가 있을 수도 있다.

fundraiser
( 기금 모금활동)

스포츠, 아트, 음악과 준비물 등의 추가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행사.

highly capable student 
(영재 학생)

인지능력(cognitive)과 학업성취도(achievement), 두 개의 
부분에서 상위 3-5% 성적을 낸  학생. 점수는 대부분 97% 
이상이다.

IEPs Individual Education 
Programs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계획서이며 적어도 일년에 한 번씩 
작성된다. 

LRC Learning Resource 
Classroom
( 특수교육 교실)

특수교육 수업을 하는 교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IEP에 
따라 하루에 몇 시간동안 특수교육반에 있기도 하고 또는 
온종일 특수교육 교실에서 수업을 받기도 한다.

NGSS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차세대 과학표준)

유치원- 12학년 학생의 과학과 엔지니어링 분야에 관한 
국가적 공통목표.

PE  Physical Education 
(체육)

신체 단련을 위한 수업.

PTSA / PTA  Parent Teacher 
(Student) Association (학부모/
학생과 교사 연합)

학생과 가정이 성공적인 교육을 받도록 후원하는 학부모 
조직.

Special Education
(특수교육)

장애 학생에게 특별히 고안된 교수법을 이용한다. 

VOICE Mentors
(보이스 멘토)

학생들에게 학업, 사회성 또는 인생에 필요한 기술을 
멘토링해주는 자원봉사자.

내셔널(주니어)아너 소사이어티 민주 시민으로서의 본질적 성향을 발달시키면서 학업적 
성취도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조직이다. 아너 소사이어티 맴버가 되려면, 학생들은 7학년 3학기중 
첫 학기를 마친 총 GPA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맴버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8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활동과 모임 참석이 요구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내셔널 아너 소사이어티로 
부르며, 맴버가 원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까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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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주요 4부분

학교재정은어떻게충당되나요?
당신은자녀교육의후원을위해
어떻게도울수있나요?  

세금 &
주정부지원금 학교채 &학교세

공립교육의기금조성은아주복잡한시스템입니다.
학교는연방정부, 주정부, 지역학교세와학교채로부터

자금을받습니다.

대부분의학군운영비는주정부에서받으며,이
보조금은해당학교에등록된학생의수,  한학생당

보조금이주어집니다.

학군은이운영비를이용하여모든프로그램, 서비스, 
교과서, 필요물품과 봉급지급에사용합니다.간단히
말해서학군을매일운영하는데필요한 모든것에
쓰여집니다. 하지만이주정부보조금은현대교육에
필요한비용을충당하기에는부족한실정입니다.

학군은지역유권자에게이런부족한자금을
보충하기위해학교세부과를요구할수있도록
허용됩니다.  지역유권자들은주정부지원금과
고품격의교육을제공하는데학군이실제로필요한
비용의차액을 보충하기위해 2-4년마다학교세를

승인합니다.

주정부와연방정부의자금조성규정에따르면,
주/연방정부는학교설립또는보수, 교육테크놀로지, 
또는통학버스구입비용을거의 또는전혀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대신에주정부는 학군이이런특별
아이템에필요한자금조성을위해지역세금

납부자들에게학교세나학교채를발행을요구할수
있도록허용합니다.

주정부와연방정부의지원금예산에는학교건축, 보수, 
교육에필요한테크놀로지, 통학버스구입, 대체교사
또는양호교사등에필요한자금이거의없거나전혀
포함하지않습니다. 이런추가비용을충당하기위해서

주정부는각

학교세징수와학교채발행에관한지역투표자의
승인이없다면, 우리학군은학교운영자금-학급
운영비로사용할자금-으로필요한자원의비용을
지불해야하기때문에학급운영자금이상대적으로

줄어들게됩니다.

학교채는건물에 사용되는자금을제공합니다: 신축, 
재건축, 시설근대화 –모든학생들이안전하고, 
능률적인건물에서공부할수있도록합니다.

학교세는배움/교육에 필요한자금을제공합니다: 
대체교사, 양호교사, 보충수업프로그램, 테크놀로지, 
정신건강상담, 자원담당관, 클럽-스포츠-특활 활동, 
통학버스비용, 긴급한보수등등. 이런자금은학생들이
학업적, 직업적, 개인적, 또한실질적문제/어려움에
대비하는데필요한교육적자원과지원을받을수

있도록합니다.

투표권이있으시면, 반드시투표하세요! 투표권이
없으시다면, 캠패인에도움을주시고학교채발행의
중요성에대해 주위사람들에게알려주세요.

더자세한내용은웹사이트: visvote.org를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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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주요 4부분

3

이사콰학군재단 PTA/PTSA

이사콰학교재단은우리자녀들에게최상의교육
환경을제공하기위해서필요한예산과주정부
보조금사이의차액을충당하며, 24개학교에서
총21,000명의학생들의성공을후원합니다.

하지만, 이재단의핵심은바로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기부금은숙제도우미, 미술지도, 
스템(STEM)클럽, 로봇공학, 툴즈 4 스쿨(Tools 4 

School)의배낭과학교준비물무료제공, 스낵및
점심지원, 교사지원금을포함한핵심적인
프로그램을제공하는데쓰여집니다.

저희잡지는이사콰학교재단이후원하는여러
프로그램중의하나입니다. 컬추럴브리지는

이사콰학군과다양한문화적또는언어적배경을
가진학부모들과의소통을도와주는다리역할을

합니다

이사콰학교재단에기부하는것은우리학군의모든
학생들의성공을후원하는일입니다.

기부를원하시거나더자세한정보를원하시면, 3 
페이지를참고하시고, 전화 (425-391-8557) 또는

웹사이트(www.isfdn.org)를방문하세요.

이사콰학군의모든학교에는 PTSA가 있습니다. 
PTA/PTSA 회장은학교장과정규적으로모임을가지면서

학교행사를지속적으로지원합니다.

PTAs/PTSAs는 대표를선출하여WSPTA입법 의회에
참가하고입법에관한이슈와결의에관한투표권을
행사하도록합니다. 예를들면, 2019년에는 사회적-
감성적교육, 총기사고예방, 또한학교건축이논의

사항입니다.

PTA/PTSA는 학교커뮤니티안에서 다양한자원봉사의
기회를제공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사진촬영의날, 
시각및청력검사, 유치원등록과같은행사에아주

중요한역할을합니다.

PTA/PTSA는 학생, 교직원및학부모가펀런(fun run), 
경매행사, 책박람회와베이킹세일등의기금모금

행사를지원합니다. PTA/ PTSA는 이렇게모금된자금을
이용하여아트재료, 랩톱컴퓨터, 교사지원금, 견학학습, 
도서관도서, 놀이터시설물, 휴식시간활동, STEM, 
문화적프로그램, 학교조회, 읽기클럽, 이벤트,그

이상을제공합니다.

모든학생의목소리를잘대변하고옹호하기위해서는각
학교의 PTA/PTSA멤버십에도 우리지역의다양성이
반영되어야합니다. 우리자녀들은여러분의목소리를
필요로합니다. PTA/PTSA가 다양한배경을가진모든
학생들을제대로대변되기위해서는여러분의참여가

절실합니다.

PTA/PTSA 멤버가되세요! PTA/ PTSA 기금모금 이벤트에
참여하시거나 이런행사에자원봉사를원하시면

PTSA에게연락하세요! 

이사콰학생의성공은
교육관련주요 4부분의
균형에달려있습니다.

이사콰학군재단

PTA/
PTSA학교채

&학교세

세금 &
주정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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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 school calendar 
6/5/19 Update   

Sept 2: Labor Day
No school for students or staff

Sept 4: First day of school for students
(grades 1-12)           

Sept 9: First day of school for 
Kindergarten students                                                                                              

Oct 14:  Teacher Work Day
No school for students 

Nov 11: Veterans Day Observance
No school for students or staff

Nov 28-29: Thanksgiving holiday
No school for students or staff

Dec 4-5: Elementary Conference

Dec 23-Jan 3: First Winter Break
No school for students or staff

Jan 20: Martin Luther King Jr. Day 
No school for students or staff

Jan 27:  Teacher Work Day
No school for students 

Feb 17:  Presidents Day
Feb 18 - 21: Second Winter  Break

No school for students or staff

Apr 13- 17: Spring Break
No school for students or staff

May 25: Memorial Day 
No school for students or staff

June 18: Last day of school for students 

WEATHER MAKE-UP DAYS
If school is closed during the school year due to inclement 
weather, June 19th will be the first make up day.  Additional 
school days will be added to the school calendar in June as 
needed.

학사일정

도시
이사콰학군은 이사콰, 벨뷰, 뉴캐슬과, 렌튼, 사마미시시에 있는 학교를 포함합니다. 
위의 도시는 여러가지 이벤트, 무료 수업 등의 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시의 웹사이트에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2019-2020 학사일정

9 월

10 월

11 월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9월 2일: 노동절, 학생 및 교직원 휴교

9월 4일: 개학일(1-12 학년) 

9월 9일: 유치원 개학일 

10월 14일: 교사 직무일, 학생 휴교 

11월 11일: 재향군인의 날, 학생 및 교직원 휴교

11월 28-29일: 추수감사절, 학생 및 교직원 휴교
12월 4-5일: 초등학교 컨퍼런스 

12월 23일- 1월 3일: 첫 겨울 방학, 학생 및 
교직원 휴교 

1월 20일: 마틴 루터 킹 기념일, 학생 및 
교직원 휴교

1월 27일: 교사 직무일, 학생 휴교 

2월 17일: 대통령의 날 

2월 18-21일: 두번째 겨울 방학, 학생 및 
교직원 휴교

4월 13-17일: 봄 방학, 학생 및 교직원 휴교

5월 25일: 전몰장병 추모일, 학생 및 교직원 휴교
 
6월 18일: 방학식

기상악화로 인한 보충수업일
 
기상악화로 인해 휴교 시 6월 19일에 첫 
보충수업이 이루어진다. 필요한 경우에는 6
월달에 추가로 보충수업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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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일정

이사콰 학군은 컬추럴 브리지와 협력하여 이런 
행사를 주최합니다. 행사 장소는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사콰 학군에 자녀를 둔 모두 
가정을 환영합니다.

위의 행사에 자원봉사를 원하시면, 마리솔 
비셜:marisol@isfdn.org에게 연락하세요.

위의 모든 행사장에는 중국어와 스페인어 
통역사가 있습니다. 이외의 다른 언어의 통역이 
필요하시면, gilmourl@issaquah.wednet.edu 
로 연락하세요. 

8월
8월12일 – 신학기 준비 박람회(Ready for 
School Fair)
메이우드 중학교- 오전 9-12시
클락 초등학교- 오후 3-7시
이사콰학군에 유치원에서 12학년 학생을 
둔 가정을 위한 온라인 입학 등록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학부모 자원봉사자들과 학군 
교직원들이 등록 확인을 위한 온라인 서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ISF가 운영하는 툴즈 4 스쿨(Tools4School)
행사도 같은 장소와 시간에 있습니다.

9월 
25일 26일 오후6:30 -8:30 
패밀리 엑세스(Family Access)도움(2 세션)
패밀리 엑세스 이용 방법을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게 알려줍니다. 9월 25일 – 메이우드 
중학교, 9월 26일 – 클락 초등학교

10월
10월 23일 오후6:30 - 8:30 (장소 미확정)
이사콰학군 학부모 설명회(What Every Parent 
Wants to know about the ISD)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문으로 분리하여 
설명회를 갖습니다. 

학교와 교실내에서의 준수사항, 행동 지침, 
성적 채점 기준, 숙제, 학교와 교사와의 소통 
방법, 학교에 참여하는 방법, 수강신청 정보와 
패밀리 엑세스

11월
11월 6일 오후6:30-8:30 (장소 미 확정)
학부모-교사 컨퍼런스에서 교사와 소통하는 
방법 (영어로만 진행)
논의 사항 -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학교와 
연락하는 방법, 표준, 학부모-교사 간의 소통 
목표

1월
1월29일 오후6:30-8:00  (장소 미확정 )
이사콰학군은 유치원 학부모님들을 
환영합니다.
논의 사항 – 이사콰학군의 유치원 과정 개요, 
유치원 입학 가능한 나이, 유치원 입학 준비 
상태, 통학버스, 점심, 비용/요금, 시간, 건강과 
예방 접종

2월 
2월 26일 오후6:30-8:00, IMS 도서관 
5학년 학부모를 위한 중학교 정보의 밤
수강신청 정보, 오케스트라, 합창단, 체육/헬스 
수업과 같은 선택과목, 스포츠, 클럽, 건강/예방 
접종, 비용/요금, 준비물 

3월
3월 25일 오후6:30-8:00 (장소 미확정)
“이사콰학군 학부모 설명회 2 (What Every 
Parent Wants to Know of the ISD 
– Part 2)” 
Special Services including 504와 IEP를 포함한 
특수교육 서비스, 학교 카운슬러의 역할, 학군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법(위원회 목록- 참여 
기회), PTSA 와 ISF

패밀리 행사2019-2020 학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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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이사콰학군은 모든 학생에게 무료 종일반 유치원을 운영합니다.  오전에 시작하는 오전반 유치원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전반 유치원생도 아침에는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반 유치원을 선택하신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3시간 수업이 끝난 후에 학교로 직접 오셔서 학생을 
데려갈 책임이 있습니다. 유치원 입학 등록은 2월 초에 시작하여 3월 9일에 마감됩니다. 입학 등록은 
해당지역 학교에서 받습니다. 

혹시 내년에 어떤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 모르실 경우에는 통학버스 담당부서로 전화(425-837-6310)를 
하시거나 통학버스 담당부서의 E-링크(E-Link) 시스템에 집주소를 입력하여 배정된 학교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https://issaquah.wednet.edu/family/transportation/elink.

또한 이사콰학군이 2019년 가을에 최초로 스페인어-영어 이머전(Immersion)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클락 초등학교와 이사콰 밸리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며, 클락과 이사콰밸리 초등학교에 배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위의 두 
학교에 연락하세요.

유치원 입학 준비 상태
아이들은 서로 다른 방법과 속도로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아마도 아래의 명시된 영역에서 좀 더 
발달한 부분도 있고 좀 더 미숙한 부분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자녀가 
배우고 성숙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한다.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여러 단계의 명령을 따라한다. 

새로운 것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궁금해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낸다. 
다른 형태에 따라 물건을 분류할 수 있다.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고 다시 말할 수 있다. 

다른 아이들과 잘 논다.
다른 사람과 물건을 공유하고 차례로 

이용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어른에게 알린다.

또래 아이와 분쟁 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연필을 제대로 잡고 사용한다. 
걷고, 뛰고 점프할 수 있다.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한다.
화장실 사용 후 손을 씻는다.
외투와 신발을 신을 수 있다. 

글자와 숫자가 다름을 인지한다.
알파벳의 많은 글자를 말할 수 있다.

알파벳의 많은 글자와 그 소리를 낼 수 있다.
운율이 있는 단어를 만들 수 있다.

책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책을 읽어 주는 것을 
즐긴다.

책을 제대로 잡는 법을 안다. 
이름의 대부분을 쓸 수 있다.

글자들이 모여 단어가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말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의 도구라는 것을 안다.

그룹으로 있는 물건을 숫자로 셀 수 있다.
1-10까지 숫자를 순서대로 셀 수 있다. 
물건의 수량을 설명할 때 “모두(all)”와” 
“일부(some)”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자녀의 유치원 입학준비 정도에 관해 걱정이 
된다면 자녀의 유아원 교사나 소아과 의사와 

상담하거나, “Child Find” 에 전화하세요
(425-837-7197). 

유치원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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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학년은 초등교육으로 간주되며 이사콰학군에는 15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스케줄  각 교실마다 한 명의 교사가 배정되며, 한 교사가 대부분의 과목을 가르치며 
경우에 따라 학급 전체, 소그룹, 일대일로 수업을 합니다. 보조교사나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과 수업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학생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교실에서 보냅니다. 음악, 체육, 도서관 수업시간에는 해당 수업 교실로 이동하여 전문 
교사의 지도를 받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주별 스케줄을 학교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점심시간은 20분이며, 매일 쉬는 시간(recess)이 두 번 있습니다(수요일을 예외). 각 학년이 
바뀔 때마다 학급이 재편성되고, 해마다 반 학생들과 교사가 달라집니다. 

행동 학교 건물내에서는 걷도록 하며, 고성을 삼가하고 모든 학생은 개인적 공간을 
존중합니다. 일명, “space bubble(개인 공간 존중).”이라고 불립니다. 쉬는 
시간동안에는 항상 손을 자신의 몸에 가까이 두고, 거친 행동을 삼가하도록 권합니다. 
수업시간에 발표를 원할 때는 손을 들도록 권합니다.  학생은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이것은 성적표에 “behaviors that promote learning
( 학업증진을 위한 행동)” 섹션에 반영됩니다.

셀레브레이션 학교는  pajama day(잠옷 입는 날), crazy hair day
( 다양한 머리 스타일의 날)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이런 날을 “Spirit Days” 라고 
부릅니다. 교사가 이런 이벤트날을 학부모에게 통지합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기념하는 공휴일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담당 교사와 상담하세요.  학생들은 
타인의 감정을 잘 배려하도록 권장합니다.  특별히 전 학급 학생을 초대하지 않는 경우라면, 
학부모는 생일 파티 및 어떤 파티 초대장도 학교로 보낼 수 없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달이 생일인 학생을 축하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학급에서 하는 생일 파티에 
관한 질문은 담당교사와 상의하세요.
  
방문  학부모는 언제든지 자녀의 교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교사와 상의하여 
방문시간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점심시간에는 언제든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방문 
규정은 각 학교에 문의하세요. 방문객은 학교 행정실에 들러서 방문록에 서명한 후, 항상 
방문자 뱃지를 달고 다녀야 하며 또한 온라인 신원조회을 거쳐야합니다. 자원봉사를 위해 
작성하는 서류와 동일합니다: https://issaquahvolunteers.hrmplus.net.

자원봉사  학군의 신원조회를 거치고 자원봉사 신청서를 한 번만 작성하면 행정실, 교실, 
도서관, 의무실 등 학교 어느 곳에서나 자원봉사가 가능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아트 교사 
프로그램, 과외활동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면서 PTSA를 지원합니다. 자원봉사자 서류 작성은 
다음 웹사이트를 이용하세요: https://issaquahvolunteers.hrmplus.net. 자원봉사자 승인은 한 
학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자원봉사자는 학교에 큰 도움을 줍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환영합니다. 아이들은 부모, 
조부모, 보모가 학급, 쉬는 시간 또는 학교 행사에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초등학교



18     컬추럴 브리지 잡지 | 패밀리 가이드

성적  성적표는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학부모는 패밀리 엑세스를 통해 성적표를 
확인하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교 등수라는 것이 없으며 초등학교 
성적표는 대학 진학때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교사는 사전시험(pre-tests)과 사후시험(post-tests)을 이용하여 학생의 성취도를 알아봅니다. 한 
단위를 배우기 전에 사전 시험을 보아서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교사는 
매일 제출되는 과제물과 시험을 바탕으로 성적표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학생은 워싱턴주 표준을 
기준으로 성적이 채점되며, 각 학기마다 나오는 성적표는 “학습을 촉진하는 행동과 학업성취도
(Behavior that Promote Learning and Academic Performance)” 항목의 학기말 학업성취도에 
반영됩니다

레벨4: 표준 능가, 레벨 3: 표준 충족, 레벨2: 표준에 가깝게 못 미침, 레벨1: 표준 이하.

레벨 2 와 레벨3은 가장 흔한 성적입니다. 성적이 레벨 3이면 축하할 일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
(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는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s://issaquah.wednet.edu/academics/fieldtest. 

PBSES Positive Behavior Social and Emotional Support(긍정적인 행동과 
사회적, 감성적 지원)   이사콰학군의PBSES 미션은 “존중적, 긍정적 대인관계를 촉진하고, 
예측가능하고, 좋은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사회적, 감성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https://issaquah.wednet.edu/academics/programs/pbses.

영재 프로그램  이사콰학군의 영재 프로그램은  해당하는 학생에게 유치원에서부터 12
학년까지 제공합니다. 해당 학생은 시험을 통해 선별됩니다. PEP는 유치원에서 2학년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MERLIN과SAGE 프로그램은 3-5학년 학생, 6-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 하세요.
https://www.issaquah.wednet.edu/academics/programs/gifted.

과학-테크놀로지 프로그램  4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과학과 테크놀로지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으로 선택적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브라이어우드( Briarwood), 캐스케이드 리지(Cascade Ridge)와 
클락(Clark) 초등학교에서 있으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다르지만, 2월과 3월에 3학년 재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갖습니다. 
학부모 설명회에 참석함으로써 프로그램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4월에 있는 추첨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을 정합니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가 자신의 배정 학교와 다른 경우에는 학부모가 
자녀의 통학을 책임져야 합니다.  
https://www.issaquah.wednet.edu/academics/programs/ScienceTech

견학학습 견학 학습을 가기 전에 집으로 견학 학습 허가서가 보내집니다. 이 허락서는 학생이 
견학 학습을 위해 학교 건물을 떠나기 직전까지 학교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가 일정 견학 
학습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다른 대체 활동을 준비합니다.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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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자녀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학부모가 학교로 와서 학생을 데려가야 합니다. 
구강으로 측정한 체온이 100F 도 이상인 경우에는, 고열이 내린 후 24시간 동안 집에서 머물도록 
권합니다. 학교의 양호 교사와 상담이 가능하며, 학교 행정실을 통해 양호 교사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펜/ 포인터 학생은 눈에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는 레이저 펜/ 포인터를 학교나 
통학버스에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각 학교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보통 허용되는 것은 
휴대전화기, 호버보드(hoverboards), 힐리(heelys), 모자와 껌입니다. 

애완동물/ 동물 이사콰학군은 학교에 애완동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 학군의 규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애완동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및 승인을 
위해서는 건물 행정인과 연락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통학버스에 애완동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애완동물은 킹 카운티 동물 보호소(King County 
Animal Control)가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촬영 전문 사진사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개별 사진 및 학급 사진을 촬영합니다. 사진을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진촬영에 관한 정보(가격/ 패키지 옵션)가 사진 촬영일 전에 집으로 
보내집니다.  사진촬영 수익금의 일부는 개별 학교로 돌아갑니다.

안전 매달 안전 훈련을 실시합니다. 화재, 지진, Shelter in place(건물 안에서 안전해질 때까지 
대피), lockdown(학교 잠금)훈련 등의 안전 훈련을 연습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실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안전 수칙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합니다.

방과 전/후 학부모는 학생을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 10분 이전에 학교에 데려다 주어서는 
안됩니다. 학생이 걸어서 등교하거나 학부모가 운전해서 데려다 주는 경우에는 수업시작 10
분전까지는 학부모가 받드시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합니다. 

수업 종료 후 15분이 지나도록 학부모가 학생을 데려가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들은 학교행정실로 
보내지며 부모에게 전화연락이 갑니다. 방과 전후에는 학생의 보호 감독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운동장에 갈 수 없으며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학부모는 
학교행정실에 오셔서 학생을 데려가야 합니다. 

조퇴 학생이 조퇴를 해야 하는 경우, 학부모는 학교행정실에 들러서 조퇴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정원이 해당 교실에 전화를 해서 학생을 불러줍니다. 교실로 가서 학생을 데려와서는 
안됩니다. 학생이 수업 마치는 시간에서부터 2시간 미만으로 빠질 경우에는 지각(Tardy)으로 
기록됩니다.

5학년 초등교육의 마지막 학년으로 특별한 액티비티가 계획됩니다. 이 중의 하나는 5학년 
캠프에 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과학과 사회 영역 교과과정을 보충하는 체험학습을 3일 동안 
참여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댄스, 카누 타기, 공작 활동과 캠파이어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학년 말에 있는 학교 조회는 전교생이 모여서 5학년 학생들의 초등학교 교과과정 
이수를 축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에 프로모션: Promotion 
(졸업이라고 부르지 않음)행사에서 가족들을 초대하여 함께 축하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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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학년은 중학교 교육으로 간주하며 이사콰학군에는 5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수강신청   학생은 3월달에 다음 학년의 수강신청을 합니다.  학부모는 학생이 수강신청 
정보지를 받아오면 학생 엑세스(Student Access)를 이용하여 자녀의 수강신청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학생은 각 학년에 맞는 언어영역, 사회 영역, 수학과 과학과목을 일년 동안 수강해야 
합니다.  이런 과목은 핵심 과목(Core classes)이라고 합니다. 언어영역, 수학, 과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고급반(Advanced)이나 속성반 (accelerated)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고급반과 속성반 코스의 선택은 informed self-select model (특별한 시험없이 코스 선택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모델)이 이용됩니다.  이에 관한 정보는 
수강신청 정보지나 학군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헬스와 체육(PE), 텍 스마트(Tech Smart)-6학년만 해당)과목과 같은 추가 필수 수업도 있습니다. 
또한 선택과목에는 합창, 밴드, 오케스트라, 스페인어 등이 있습니다. 

스케줄 학생은 수강 신청한 과목에 따라 다른 교실로 이동해야 하며 과목마다 다른 교사가 
수업을 합니다.  수업은 50-55분 정도이며, “교시”라는 뜻의 “피어리어드(a period)”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6-7 피어리어드(교시)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30분이며 별도의 쉬는 시간(recess)이 
없습니다.

성적 교사는 알파벳순으로 성적을 줍니다: A, A-, B+, B, B-, C+, C, C-, D+, D, E, F (D는 통과, 
F 낙제). 개별 교사의 성적 채점기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교사의 수업계획서를 잘 
읽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학생은 일년에 3학기 마다 성적표를 받습니다. 학부모는 패밀리 
엑세스를 통해 성적표를 확인 할 수 있다. 미국 성적표에는 전교 등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학점 중학교 7- 8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업을 마친 
경우에는 고등학교 성적표에 그 성적과 학점이 포함됩니다. 11학년(주니어) 때 카운슬러와 학점 
리뷰를 합니다. 학점 리뷰를 할 때나 그 시점 이전 언제든지 자신의 성적과 학점을 고등학교 
성적표에 포함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표에 일단 반영된 성적과 학점은 
다시 삭제할 수 없으며, 학생의 GPA에 합산되어 평생 기록으로 남습니다. 

시험 학교 시험, 학군 시험, 주정부 시험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교사가 
교과과정을 기본으로 시험을 제출합니다.  학생은 한 학기당 여러 번 이런 시험을 봅니다.  
학군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는 학생이 학기 시작 전에 모의시험을 보고, 한 단원이나 학기가 
끝난 후에 포스트시험을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7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승급 6,7,8학년 학생은 12학기 중에 적어도 11학기 동안 공통 핵심 과목 코스를 통과하는 성적을 
받아야만 다음 학년으로 승급 됩니다. 언어영역, 사회 영역 또는 수학과목에서 하나 이상의 
낙제점을 받은 학생은 이사콰학군에서 제공하는 중학교 여름프로그램(Middle School Summer 
Program)을 통해 낙제한 과목을 보충하도록 권장합니다. 중학교 교장은 승급을 못하는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학교 마지막 날 전까지 공식적으로 통지할 것입니다. 

중학교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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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9-12학년을 고등학교 교육으로 간주하며 이사콰학군에는 4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9학년 학생은 
프레시맨(freshman)으로 불려지며, 10학년은 소포모어(sophomore), 11학년은 주니어(junior), 12학년은 
시니어(senior)로 불려집니다.

졸업 요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1)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다; (2) 주정부 시험이나 승인된 대체시험을 통과한다; (3)고등학교와 그 졸업 이후의 계획서를 
만든다; (4) 테크놀로지 사용의 능숙도를 갖춘다.

1) 학점: 주정부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서는 특정 과목에서 최소 2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음은 이사콰학군에서 지정한 이사콰 고등학교(IHS), 스카이라인 고등학교(SHS), 리벌티 고등학교(LHS)의 
필수 과목들과 각 과목별 졸업 이수학점 리스트입니다: 

교과 IHS/SHS  LHS (2019)  LHS (2020-22)  LHS (2023+)  

영어 4  4  4 4  

수학 3  3 3 3  

사회영역 3  4  3 3  

과학 3  3  3 3  

직업 & 기술 교육 1 1  1 1  

피트니스/체육 1.5 2  1.5 1.5  

헬스 .5  .5  .5 .5  

아트/ 개인 선택 과목 2  2  2 2 

세계 언어/ 개인 선택 과목 2  2  2 2  

선택 과목Electives 4  8  8 7  

총학점 24  29.5  28 27  

2) 시험/평가: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서는 certificate of academic achievement (CAA))이나 certificate of 
individual achievement (CIA))을 획득해야 합니다. 주정부 시험이나 주정부가 인정한 대체시험을 통과하면 
CAA, CIA가 주어집니다

3) 고등학교와 그 이후의 계획서: 모든 학생은 고등학교 이후의 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학진학, 직업훈련 또는 취업이 포함됩니다. 학부모와 교직원과 함께 고등학교 이후의 자신의 계획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4) 테크놀로지 필수 요건Technology Requirement: 이사콰학군은 모든 학생들이 테크놀로지 사용의 
능숙도를 보여야한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은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테크놀로지 수업을 받거나 테크놀로지 
능력 시험 (technology proficiency test)을 통과하면 됩니다. 이 시험에 관한 정보는 학군의 웹사이트를 
참고로 하세요. 테크놀로지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반드시 학점을 이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강선택 8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4년 동안의 수강신청계획 패키지를 받게 됩니다. 학생 및 가정은 9
학년 때 수강할 수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과목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영역)은 반드시 과목당 하나의 
수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과목은 매년 수강할 수 있는 수업이 달라집니다.

학생은 졸업필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체육, 헬스, 음악, 아트, 과학, 역사, 다른 영역의 수업도 신청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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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성적 교사는 성적을 알파벳 순으로 줍니다: A, A-, B+, B, B-, C+, C, C-, D+, D, E, F (D는 통과, F 는 낙제). 
개별 교사의 성적 채점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업 계획서(Syllabus)는 잘 읽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학생은 매 학기마다 성적표를 받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는 패밀리 엑세스를 통해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성적표에는 학생의 전교 등수가 없습니다. 대학이나 고용주는 고등학교 4년동안의 모든 
성적과 수강한 과목을 나타내는 성적표와GPA(grade point average)를 확인합니다.

AP Advanced Placement 리벌티 고등학교와 이사콰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이런 대학 레벨의 수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학에서 수강했는지 또는 시험성적에 따라 대학 학점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졸업증서 프로그램 으로 스카이라인 고등학교 학생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11-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예비과정(pre-university course)으로 세계적 표준을 따릅니다.  

러닝 스타트  모든 고등학생은 일정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11학년과 12학년 학생은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닐 수 있으며 여기서 대학 학점과 고등학교 학점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습니다

성적표  고등학교 레벨 수업에 관한 학생의 공식적인 성적표. 대학이나 고용주는 고등학교 성적표만 
봅니다( 중학교나 초등학교 성적표는 보지 않습니다).

세계언어 학점  학생이 평가시험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세계언어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언어 
사용자/ ELL 학생이 자신의 모국어 구사 능력으로 학점을 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등학교 카운슬러와 상담하세요.

대학 및 직업진로 센터  학교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대학진학정보 뿐만 아니라 직업 
진로선택에 필요한 재정적 도움, 파트타임 일 자리, 자원봉사의 기회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교 
웹사이트에 있는 이 모든 정보를 잘 활용하세요.

댄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많은 댄스 행사를 마련합니다. 홈커밍(Homecoming)은 가을에 있습니다. 
홈커밍은 격식을 차린 행사이지만 여학생들은 주로 짧은 드레스를 입습니다. 이 행사는 미식축구 게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톨로(TOLO)는 봄에 있는 댄스 행사이며, 전통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이 행사는 항상 재미있는 테마가 있어서 이에 맞는 코스튬을 입습니다.  또한 학기말에는 
아주 격식을 차린 행사인 프롬(Prom)이 있습니다. 프롬때는 여학생은 포멀한 긴 드레스를 입고 남학생은 
턱시도를 입습니다.  

약물 금지 구역 이사콰학군의 학교들은 이사콰시와 킹 카운티에 의해 약물금지 구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약물금지 구역은 지정된 학교, 통학버스 승하차 장소나 공공 공원의 1,000 피트 이내에서 
통제되는 약물 매매를 하다가 잡히는 사람은 2배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괴롭힘, 협박과 따돌림 만약 학생이 인종, 교리, 피부색, 국적, 조상, 성별, 성적 기호, 장애등의 
이유로 괴롭힘이나 협박을 받거나 또는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이 들면, 즉시, 교사, 카운슬러, 학교 
행정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나 학군 웹사이트(“http://www.issaquah.wednet.edu)에서 
#3207 규정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깁슨 EK 고등학교 2016년에 설립된 우리 학군의 최신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빅 픽쳐 러닝(Big 
Picture Learning) 모델을 이용하여 “기존 틀을 깨는 사고(out of the box)”의 학습방식을 이용합니다.  깁슨 
Ek의 학생은 일반 고등학교와는 달리 수업을 듣는 대신에 선택된 프로젝트를 통해 공부를 합니다. 일부 
학생에게는 이런 새로운 학습방법이 더 효율적입니다. 궁금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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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자원

음식, 옷 & 학교 준비물 지원

PSAT/SAT/AP/ASB/세계 언어 학점/홈커밍
(Homecoming)/졸업 행사 등의 장학금은 
고등학교에서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학교 
행정실 직원(bookkeeper)에게 연락하세요.

각 학교에서 제공하는 스낵 프로그램은 간단한 
아침이나 다양한 스낵 제공 – 양호 교사, 교사 
또는 카운슬러에게 확인하세요. 

무료 및 저가 점심 신청http://www.issaquah.
wednet.edu/district/departments/operations/
foodservice.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25-837-5060 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방학 기간 점심 프로그램 또는 여름 방학동안 
점심 프로그램과 주말 음식프로그램
(PowerPacks)Lunch for the Breaks, Summer 
Lunch Program and weekend PowerPacks 
-  이사콰 푸드앤 클로딩 뱅크 웹사이트: https://
www.issaquahfoodbank.org/special-programs/를 
방문하거나  전화(425-392-4123, ext. 16)하세요. 

옷장(Clothing Closets)은 모든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며, 새 옷과 상태가 양호한 헌 
옷을 제공합니다. 학교 카운슬러나 행정실에 
문의하세요. 이사콰 푸드 앤 클로딩 뱅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복도 제공합니다. 

배낭과 학교 준비물Backpacks and School 
Supplies (Tools for Schools) 봄/ 여름 기간에 
툴즈4스쿨(Tools4School)프로그램에 등록하시면 
8월달에 무료로 배낭과 학교 준비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isfdn.org/tools4school 를 참고하세요.  
또한, 학기 중에는 모든 학교에서는 항상 배낭과 
학교 준비물을 구비되어 있습니다.  

밴드 악기 대여-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무료 
또는 저가로 밴드 악기를 대여합니다. 해당 학교의 
밴드 담당교사에게 연락하세요.

학업 지원

방과후 도서관 개방은 모든 중학생들 이용가능. 
숙제하기, 컴퓨터 이용, 보충시험 보기, 엑티비티 
버스 이용 가능.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스케줄을 
확인하세요.

방과후 튜터는 모든 고등학생들에 한해 무료 
이용가능. 각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스케줄을 
확인하세요. 무료로 운영하는 홈웍(숙제) 버스로 
귀가할 수 있습니다.

개별 학생을 위한 멘토 – 학군이 제공하는 VOICE 
멘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대일 멘토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교 카운슬러나 교사와 
상담하세요. 

이외의 자원

방과 전후 돌봄 서비스(Before/After-School Care 
(BASC))  프로그램 재정지원(유치원 -8학년) 
이시콰학군의 방과 전후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전화 (425-837-5080 )하세요.

성적표 번역Translation for transcripts- 학교 
재단의 컬추럴 브리지 프로그램에서 성적표 
번역을 도와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메일
(culturalbridges@isfdn.org)하세요.

시력 검사는 해마다 학교에서 실시됩니다.  안과
또는 안경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호 
교사에게 연락하세요.  양호 교사는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안과 검진 예약 및 안경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사콰학군의 가정을 위한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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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 학교 
20,500 명 학생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isfdn.org을 방문하거나,  
425.391.8557로 전화하세요 

기부하기 • 자원봉사하기

모든 학생과 학교의 성공을 후원합니다. 

학교 재단은 이사콰학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후원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각자 자신들만의 독특한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학교 재단에 참여하여 우리 학군 
내의 모든 학생들 개개인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방과후 숙제 도우미 

• 스템(STEM)/로보틱스 클럽 

• 밴드, 합창 & 예술적 지원 

• 컬추럴 브리지 잡지를 통한 학부모 및 학생을 

• 아트 교육 & 지원

• 배낭 & 학교 준비물

• 음식 & 스낵 보조

• 학생 특별활동 & 교사 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