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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
 
저는 제 딸아이가 6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그랜드리지 
초등학교에서 컬추럴 페어(Cultural Fair)를 준비했어요.  이 행사에 
필요한 깃발, 표지판을 준비하느라 바쁜데 제 딸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문화가 뭐예요, 엄마? 저는 
이렇게 답해주었어요; 문화는 우리를 특별하고 고유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야. 문화는 좋아하는 음식, 사용하는 언어, 믿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전통과 관습을 말하는 거야. 

한동안의 침묵이 흘렀어요.  딸 아이 눈을 보니 이런 모든 개념을 
생각하면서 궁금해하는 것이 역력했어요. 몇 분 후,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문화는 왜 중요한가요? 왜 이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 
박람회를 갖나요? 
 
저는 또 다른 질문으로 답변을 대신했어요: 학교 친구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딸 아이는 주저 
없이 말했어요: 물론, 제 친구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박람회를 준비하는 거야; 이 행사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사회적 강점으로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단다.  이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7
쪽을 참고하세요. 

이번 호에는 인도 문화와 3명의 지역 리더, 홀리(Holi) 축제(22, 
23쪽)를 소개합니다. 이 잡지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학생들이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알리시아 스피너

표지 모델: Amogh Desai (이사콰중학교 학생), Advika Balaji (퍼시픽 캐스케이드 
중학교 학생). 사진촬영, Minal D. Monga.

사진 촬영: 젠 산데
알리시아 스피너, 마리솔 비셜

이 잡지의 저작권은 컬추럴 브리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컬추럴 브리지 잡지는 이사콰학군에 배포되는 무료 커뮤니티 잡지이며 이사콰학군재단 (ISF)의 후원으로 
발간됩니다. 이사콰학군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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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잡지의 일부는 사전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재생, 번역, 또는 재발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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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콰교육재단이 저의 교육에 공헌한 3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기, 견학 학습, 교실에서의 전문적인 지도. 
이 세 영역은 STEM이라는 저의  관심 분야와도 관계가 
있고 제가 산 루이스 오비스포(San Luis Obispo)에 있는 
캘리포니아 폴리 테크닉 주립대학(California Polytechnic 
State University)에서 전공할 분야와 관련도 있습니다. 

 
저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때 롤러코스터를 만든 시점 
이후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사콰학교재단이 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고등학교의 고급반 수학 수업에서는 
이사콰학교재단이 제공하는 그래프 계산기를 사용했습니다.  
최신의 맞춤형 계산기는 숙제, 퀴즈 및 시험을 볼 때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계산기 덕분에 고급반 
수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더 이상 낙후된 계산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STEM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지만 
넉넉하지 못한 가정환경으로 값비싼 그래프 계산기를 살 수 
없는 학생들도 자신의 꿈을 실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AP 컴퓨터공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TEALS: 
Technology Education and Literacy in Schools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상상해보세요. TEALS 미션은 모든 고등학교에 
컴퓨터공학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사콰학교재단은 
TEALS 교사 지원은 물론이고 컴퓨터공학을 수강한 학생을 
마이크로소프트사로 견학 학습을 보내는 것을 지원합니다.  
TEALS 교사는 수업 중에 교실에 상주하면서 프로그래밍에 
관한 어떤 문제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 교사가 
있어서 코드에 관한 궁금증이 있을 때 바로 조언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간 것은 정말 신나고 
기다려지는 견학 학습입니다. 이 견학 학습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과학 박람회와 같았어요, 다른 여러 단체의 사람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고 이를 통해 다가올 여름에 있을 
인턴십 자리에 관한 관심도 생겼어요. 해마다 가는 TEALS 
견학 학습은 컴퓨터공학의 넓은 세계와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사콰교육재단은 STEM 영역뿐만 아니라 저의 사회성과 
예술적인 면에서도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재단은 중학교 
프로그램인Where Everybody Belongs: WEB을 지원하여 8
학년 학생 지도자들이 6학년 신입생들이 중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는 8학년때 WEB지도자가 
되었고 에너지 넘치고 재미있는 6학년 학생인 찰리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찰리는 나중에 저의 크로스 컨트리 
달리기 짝이 되었어요. 찰리는 작은 스프레이 물통을 가지고 
왔어요.  달리기 하다가 목이 마를 때마다 서로의 입에 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재단의 WEB 프로그램지원은 6학년 
학생들의 중학교 생활 적응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학년 간의 우정도 싹트게 하여 저와 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사콰학교재단은 저희 학교의 극장인 Black Box Theater의 
조명 기구도 제공했습니다. 이 극장은 제가 9학년 영어 수업 
때 셰익스피어 연극을 공연한 곳이고, 12 학년 때 셰익스피어 
수업을 듣던 곳입니다. 이사콰학교재단은 또한 “Shakespeare 
Alive”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시애틀 셰익스피어 회사(Seattle 
Shakespeare Company) 에서 직원을 우리 학교로 파견하여 
학생들에게 셰익스피어에 관한 수업을 제공하게 했습니다. 
이 수업은 셰익스피어시대의 옷차림에서부터 전투 장면 
연기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토픽을 다룹니다. 
 
재단은 이사콰학군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후원하여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자아를 찾아가고 자신의 열정을 발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1학년 때부터 이사콰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사콰학교재단이 후원하는 프로그램들은 제가 성공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되어주었고 또한 학업에 필요한 경력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콰학교재단에 
후원해 주시는 기부금은 자신감 넘치고, 감사할 줄 아는 
젊은 인재를 양성하여 경쟁이 치열한 세상으로 보낼 준비를 
하는데 쓰여집니다. 

재단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셔서 기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http://isfdn.org/donate/

위는 제 20회 이사콰학교재단 기부금 모금 런천(Nourish 
Every Mind 20th Annual Luncheon, May 2018)행사에서 
데온 릴로의 연설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

계산기, 견학 학습, 교실에서의 전문적인 지도 
데온 릴로

이사콰 고등학교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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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타기

저는 10살에 인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단 한번도 스쿨버스를 탈 본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아직도 인도에서는 스쿨버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이런 스쿨버스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교육시스템은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스쿨버스 제공합니다.

이사콰학군의 교사, 학부모, 직원의 한 명인 저는 많은 가정들이 스쿨버스 규칙과 예절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쿨버스가 우리의 일상이나 문화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스쿨버스에 생소한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이용할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버스 기사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도에서는 버스 기사의 도우미가 있어서 버스 요금을 받는 등 버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버스 기사는 승객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운전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버스 기사가 안전 운행은 물론이고 승객들의 행동까지도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는 학생은 
버스 예절과 행동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 모두가 버스기사의 말을 경청하고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공립학교에서 버스기사는 교사, 
조교나 다른 교직원과 함께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버스기사는 4개의 규칙을 강조합니다:

-자리에 앉는다.
-다른 사람을 만지지 않는다.
-조용히 한다. (실내용 목소리 크기)
-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배낭, 발, 가방 등을 두지 않는다.)

미국의 스쿨버스는 안전하고 우수한 교통수단입니다. 우리 버스 기사는 학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직원입니다. 
안전한 스쿨버스 운행을 위해서 학생들은 버스 이용 규칙을 준수하고 반드시 버스 기사의 지시를 따라야합니다.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니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스쿨버스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세요. 등교길이 즐거우면 학교 생활도 즐거워집니다! 

로나 길모어
에퀴티 앤 패밀리 파트너십 스페셜리스트( ISD Equity and Family Partnerships Specialist)

 스쿨버스 이용규칙: 
• 5분 일찍 도착한다.
• 도로 가장자리로부터5보(10피트) 뒤에 선다.
• 버스 문이 열리고 버스기사가 타라고 할 때까지  
  기다린다.
• 안전을 위해 버스기사의 시야 내에서 행동한다. 
• 하차 시 좌우를 살핀 후 길을 건넌다. 

운행중인 스쿨버스 안에서: 
•   버스 진행 방향으로 자리에 앉는다.
•   버스기사의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운행중인 버스에서 절대로 일어서지 않는다.
•   버스기사의 말에 복종한다..
•   작은 소리로 말한다..
•   밖으로 물건을 던지지 않는다.
•   유리창 밖으로 팔, 다리, 머리, 배낭들을 내밀지  
    않는다.

컬추럴 앤 패밀리 파트너십(Cultural and Family 
Partnerships)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매월 오전 9:30분에 이사콰밸리 초등학교 간이 건물(Portable) 6 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6: 1월 14일, 2월 11일, 3월 18
일, 4월 22일, 5월 20일, 6월 17일. 누구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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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함께 하는 날

연구결과에 따르면 엄마의 학교 참여도와 상관없이 아빠(또는 아이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남자 어른)가 학교에 
참여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가정에 엄마, 아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아빠가 
없었지만 학교에서 하는 아버지의 날 행사에 삼촌이 와줘서 아주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콰학군은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다른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하고 자녀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래의 테이블을 보시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는 한두 시간 이상이 걸리지 않고 또한 매달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일하시는 것을 고려해서 각 학교의 PTA는 저녁시간에 이벤트나 행사를 
마련합니다. 이런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녀의 학교에 연락하셔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알아보세요. 가능하면 
자녀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니까요. 
매해가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게다가 자녀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지금처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학교생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자녀의 친구도 만나고 함께 게임도 해보세요. 자녀들로 하여금 학교 구경을 
시켜달라고 하시고 또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보세요!

아폴로 이벤트
“powered by Dads”

연락처- Jamie McCotter,  Rupy Rihal: events@apollopta.org

캐스케이드 Parent Play Day 아빠와 다른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학교에서 점심시간과 
리세스 시간 보내기

연락처- Jamie McCotter,  Rupy Rihal: events@apollopta.org

클락 Dads at Recess 매달 둘째 금요일, 자녀와 
점심시간과 리세스 시간 함께 
하기 

연락처-Chris King: programs@clarkpta.org

크릭사이드 Parent Play Days 매달 첫번째 금요일, 
운동장에서 자녀와 함께 놀기

연락처-Marissa Corona: marissa.creekside.ptsa@gmail.com

이사콰밸리 D.I.V.E. (Dads and 
Dudes of Issaquah 
Valley Elementary) 

학부모/ 보호자가 리세스 
시간동안 학생들을 
보호감독한다. 

http://ivepta.org/Page/Programs/DIVE

연락처-Jamal Siddiqui 또는Tim Baynes : DIVE@ivepta.org  

그랜드리지 Grizzly Guys 다양한 게임(whiffle ball, 
basketball, Jenga, board games) 
함께하기

연락처-Peter Fitzgerald: prfitzgerald1@gmail.com

메이플힐즈 Watch D.O.G.S. (Dads 
of Great Students)

학교에서 하루 동안 
자원봉사하기(리세스 시간, 
점심시간, 등등.

http://maplehillspta.ourschoolpages.com/Doc/Public/
What%20is%20WatchDOGA.pdf

연락처:watchdogs.mh@gmail.com

선셋 Parents at Recess 매달 첫번째 금요일, 점심/ 
리세스 시간동안 운동장에서 
게임과 다양한 활동 지도 

연락처- Mike Fritch 
PTA website: http://sunsetsockeyepta.org

2019-2020년 신학기 
해당 학교와 입학등록일정 알아보기 2019-2020년 유치원 입학등록일은 2월 초에 시작되며, 입학등록서류는 3월 9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학군 웹사이트를 참고로 하세요: https://www.issaquah.wednet.edu/district/
Kregistration

이사콰학군으로 오신걸 환영합니다!
유치원 입학을 앞둔 학부모를 위한 행사입니다. 1월 30일, 클락 초등학교에서 오후 6:30 – 8:30에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s://www.issaquah.wednet.edu/family/cultural-and-
family-partnerships

알리시아 스피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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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 데이를 친절을 나누는 날로 만들어 보세요! 

편지 쓰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2월달에 편지 교환합니다. 
모든 학생이 편지를 쓰고 또 편지를 받게 됩니다. 학부모들도 학생들에게 편지 
보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의 담당교사에게 연락하여 이런 행사를 하는 지를 
알아보세요. 글쓰기 연습도 하고 서로 친절함을 나누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또한 밸런타인 편지를 교환하면서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편지를 쓸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같은 학급에서 생활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권해주세요; 평소에 별로 친하지 않은 아이들도 
포함하도록 해주세요. 

2월달은 우리가 관대함을 실행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The 
Doing Good Together는 비영리 조직으로 친절 실천을 위한 28일간의 도전을 
해보세요.  2월달에 실천할 수 있는28가지 목록을 작성하여 가족단위로 함께 
선행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 

1) 멀리 사는 친척에게 시 한편을 쓴다.
2)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트 모양의 종이에 적은 후, 예쁘게 꾸며서  
   집안에 장식품으로 데코한다.
3) 우편배달부에게 감사의 노트를 남긴다. 
4)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 중의 한 명에게 감사의 노트를 쓴다.
5) 쿠키를 만들어서 이웃에게 나눠준다..
6) 산책을 하면서 휴지를 줍는다.
7) 코코아를 마시러 나가서 내 뒤에 사람의 음료를 사준다. 
8) 새로운 사람과 말하기: 새로운 친구 만들기 
이 비영리단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알아보세요:       
    DoingGoodTogether.org/BigHeartedFamilies

양호실
양호실 생명에 위협이 되는 건강문제 

자녀가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학교 간호사와 연락하세요!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건강상 문제는 심한 음식 알레르기, 당뇨, 심한 발작, 심한 천식, 벌 쏘임 알레르기, 다른 위험한 
건강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방전 또는 약이 있어야 하며 간호사와 연락하여 비상시 처치방법에 

감기와 독감의 계절이 왔습니다!

올해 독감은 아주 고약하다고 합니다. 자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자녀가 독감에 걸리면, 집에서 쉬게 하세요.  아이가 독감에 걸렸는지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질문을 해 보세요: 고열이 있는가? 기침, 목 아픔, 몸의 통증, 두통, 오한, 설사나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가? 위의 두 질문의 해당하는 증상이 있다면, 자녀가 독감에 걸렸을 수 있으니 집에 쉬게 해 
주세요! 

예방법은 온 가족이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깨끗하게 손 씻기, 수분 보충하기, 충분히 휴식하기 그리고 아플 
때는 집에서 쉬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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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3학년 학생은 필기체 쓰기를 배웁니다.  어떤 
학부모들은 왜 학군에서 교사들이 키보드 이용법이나 
코딩 같은 테크놀로지 교육 대신에 고대 글씨체를 
가르치는데 아까운 수업시간을 쓰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기체를 가르치는 것은 학생 모두에게 
아주 유용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생각을 머리에서 
컴퓨터 키보드에 옮기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랜드리지 초등학교 3학년 교사인 킴벌리 굿맨(Kimberly 
Goodman)이 필기체를 가르치면서 얻은 3가지 장점에 
대해 말합니다.

1.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통과의례”중의 하나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3학년이 되어서 필기체를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해합니다. 
2. 자신의 손 글씨가 엉망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필기체를 너무 좋아합니다! 자신감을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3. 필기체 교육시간은 3학년 한해 동안 10분 정도이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크릭사이드 초등학교와 그랜드리지 초등학교의 교수법 
코치인 알리슨 킹(Allison King)씨는 학군이 어떻게 2013
년 글씨기 교과과정에 필기체를 포함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설명합니다. “학군은 Handwriting Without Tears:
눈물 없는 글쓰기를 채택하여 유치원과 1학년 때는 글씨 
적는 법, 3학년에는 필기체 쓰기를 포함합니다. 필기체 
교육에 쓰여지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 학군은 하루에 
5분(또는 일주일에 25분)을 권합니다. 많은 교사들은 
큰 소리로 읽기 시간 또는 간식 시간에 필기체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필기체(일반적인 글쓰기)는 소근육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초등학교 문해력 스페셜리스트인 루스 설나(Ruth Cerna)
씨는 “ 학군이 봄에 3학년 학생들에게 필기체를 가르치는 
것을 권장하고- 주정부 시험을 마친 후인 가을과 겨울에 
키보드 교육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필기체 교육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자녀의 담당교사에게 질문하세요!

많은 초등학교에서는 매년 2-4월에 걸쳐 각 학교의 
다문화 축제를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 친구들에게 자기 가족이 태어난 나라에 
대해 알려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지난 여름 
방학에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 어떤 나라를 방문했는지, 
어떤 곳으로부터 이사를 왔는지, 또는 가족의 문화유산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가정이 
다른 가정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목표는 이런 다른 점이 우리 가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매일 아침 학생들은 미국 국기(태생 국가 또는 
이민국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국기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심을 갖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은 자신들이 
애착을 갖고 있는 또 다른 국기가 집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급 친구들과 커뮤니티에게 자기나라의 
국기를 보여줄 기회가 주어질 때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아이들이 서로의 다름을 알고,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는 
방법을 잘 배운다면, 우리의 다름을 융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의 다양한 전통을 보여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월 6일: Culture Night , 인데버
2월 7일: Cultural Night , 크릭사이드
3월 13일: Cultural Fair, 그랜드리지 

3월 1일: Multicultural Night, 브라이어우드 
3월 8일: Multi-Cultural Night, 아폴로 

4월 2일: Cultural Fair, 이사콰밸리 

필기체

다문화 행사 
알리시아 스피너 

로세타 리와 함께 하는 주체성에 관한 학부모 교육
1월 23일, 오전 11:30

Mercer Island Community and Event Center, 
8236 SE 24th Street, Mercer Island, WA 98040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양성, 포용과 에퀴티 분야에 덕망 높은 전문가인 로세타 리(Rosetta Lee)가 주체성에 관한 학부모 
교육을 제공합니다. 자녀에게 긍정적인 주체성을 형성시키는 방법과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세요. 
이 학부모교육의 목표는 모든 사람의 성공을 지지하는 포용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들에게 유익한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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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6년 4월 초에 워싱턴 주에 도착했습니다. 5월에 시작하는 여름학교 
시작 전이였죠.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멕시코가 그립기도 했지만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서 정말 행복했고, 내 삶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런 기분은 이사콰에서 살 곳이 마련되고, 새로 다니게 될 퍼시픽 캐스케이드 
중학교를 본 후 더욱 좋아졌습니다.  학교가 멕시코와는 아주 달랐고 
멋졌습니다; 멕시코에서 다니던 학교시설과 계속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너무 아름답고 현대적이죠. 학생의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노트북에 매료되었습니다. 의자는 너무 편하고, 또 책상도 
아주 좋았습니다. 복도에는 많은 책상과 의자가 있어서 학생들이 시간을 
보내기 좋았고, 도서관에 배치된 가구는 앉아서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하기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멋진 시설에 가려진 부분은 저를 더욱 더 놀라게 했습니다. 학교의 
심장, 바로 선생님입니다!  교사들은 정말 좋습니다. 교사들은 제가 수업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의 언어 공부에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아 주었고, 
온라인 번역기 사용법도 알려주었으며, 자신들의 스페인이나 멕시코에 대한 지식으로 저의 마음이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교사들은 제게 아주 친절했습니다. 저는 제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어떤 교사에게도 
말 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또한 멕시코에서의 저의 생활이나 그리웠던 일상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사콰시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에 대해 알려주고 싶은 마음까지도 생겼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부터 영어 수업을 받아왔고, 학교 시작하기 전 여름부터 영어를 접하는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를 
못할 때마다 언제나 선생님들께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선생님들게서는 참을성을 가지고 저를 도와주십니다. 
저는 이사콰학군의 모든 훌륭한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몬테레이에서부터 워싱턴주의 이사콰시까지 
아리아나 헐난데즈 

캐스케이드 중학교 재학생

FLASH는 통합적인 과학을 바탕으로 한 성 건강 교육 과정이며 임신, STDs성폭력을 예방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헬스 과목의 일부로 교실에서 사용되도록 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가족의 적극적이 참여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 건강에 관한 토픽에 대해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이 교육과정은 여러 지역의 청소년의 인종적 정체성과 성적 정체성에 관한 여러가지 예제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경험도가 다른 학생들을 배려하고 상호작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FLASH 긍정적인 태도, 믿음, 표준 또 임신율, STDs, 성폭력을 줄이기 위한 기술과 자아효능감을 형성시키는 
다양한 전략을 포함합니다. 

- 절제, 콘돔, 피임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 절제, 콘돔, 피임에 관한 또래들의 긍정적인 표준을 형성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타인의 결정을 
존중하는데 중점을 두는 활동도 있습니다. 

- 기술과 충분한 연습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새로운 기술을 잘 이용하게 하여 자아효능감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는 활동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www.issaquah.wednet.edu/academics/core/FLASH.

플래시(FLASH)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스 쿠드소

퍼시픽 캐스케이드 중학교 PE 헬스 부서장



9

중
학

교

9

자녀들에게 숙제나 집안 일을 시키는 것이 어려운가요? 집에서 숙제/집안 일과의 전쟁을 한다고요?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미리 대처해야 합니다! Parent Project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프로그램이며, 훈육하기 어려운 시기에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 훈육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며 자신감을 얻어갑니다.

이사콰 경찰서가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까다롭고, 빗나간 청소년들을 가진 부모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부모들은 무단결석, 술이나 약물 복용, 갱단, 다른 범법행위, 가출, 폭력, 자살기도 등의 위험한 행동을 미리 
예방 및 중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주는 도움:
-집에서 효과적인 훈육 방법을 형성한다.
-학업 성적을 증진시킨다.
-술이나 약물 사용을 중단 또는 예방한다.
-특별히 고집이 센 어린이를 가진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2019년 1월에 이사콰 경철서에서 Parent Project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이사콰 경철서의 웹사이트를 참고로 하세요. 다음 세션의 참여를 원하시면, 이사콰 
경찰서의 라이언 스미스에게 연락하세요: RyanPS@issaquahwa.gov 

더 자세한 정보 또는 경찰서 웹사이트에 보관하고 있는 비디오 시청을 원하시면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s://www.issaquahwa.gov/index.aspx?NID=2937.

Parent Project(학부모 교육)

자녀들에게 아래의 퀴즈를 풀어서 자신의 바인더 정리 상태를 확인하라고 하세요! 
 
 연필 파우치가 노트북 제일 앞쪽에 있다.  
 연필 파우치에 적어도 한 개의 연필이나 펜이 있다. 
 플래너는 연필 파우치 뒤에 있다. 
 “Take Home(가정용)”디바이더가 플래너 뒤에 있다. 
 “Take Home(가정용)”폴더에는 숙제나 중요한 메시지만 들어 있다.  
 홈룸(Home Room)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디바이더로 분리되어 있다. 
 현재 진행중인 숙제나 과제물만 들어 있다. 
 이미 채점 된 또는 돌려받은 과제물은 “Graded/Handed Back” 폴더에 들어 있거나 바인더 앞쪽에  
 붙어있는 폴더 안에 있다.  

퀴즈의 점수가 6점이 안된다면, 바인더 정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학교 생활의 성공여부는 바인더를 잘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좋은 정리정돈 습관을 갖는다면, 숙제나 
과제물을 못하거나 아무데나 두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인더 체크리스트 퀴즈

중요한 이벤트: 중학교 정보의 날 
논의 사항: 수강 신청 과목(수학, 과학 과목 진로 선택, 외국어, 체육, 밴드, 오케스트라, 합창), 카운슬러의 역할 등등. 
2월 27일, 오후 6:30 -8:30, 장소 미확정
 
업데이트된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https://www.issaquah.wednet.edu/family/cultural-and-family-partne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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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등학생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튜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사콰 고등학교, 11학년, 12학년 대상 
튜터가 되어 특수교육을 보조하는 일이며, 특수교육 학생들이 기본적 산수, 읽기, 컴퓨터 기술, 요리, 숙제, 체육, 취미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출석률이 중요합니다.   학점(A-F)이 주어지고 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튜터는 업무 리스트와 준수사항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학생은 한 학기당 단 한번만 튜터직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라인 고등학교, 9-12학년 대상 
권장 대상: LRC II 수업에서 보조 역할을 하고 Center Based Life Skills프로램에 참여합니다. 해당학생은 성숙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고, 규칙을 잘 지키며,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 설명: 동급생 튜터는 장애 정도가 경도에서 최중도인 학생들을 돕기 위해 특수교육 교실에 배정이 됩니다. 튜터는 
학업적, 사회활동, 또는 수업 전반에 걸쳐 보조역할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튜터는 일대일 또는 소그룹 형태로 특수학생들을 
돕습니다

내용:
• 학생은 학습과 리서치를 통해 장애와 그 실체에 대해 배웁니다.
• 학생은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하고, 장애에 관한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을 해야하며, LRC II교사가 제공하는 튜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리벌티 고등학교
리벌티 고등학교에서도 동급생 튜터가 될 기회가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카운슬러와 상담하세요.

특수교육생을 위한 동급생 튜터 

디에고 돌타(Diego Dorta)
이사콰 고등학교, 12학년 

“올해 저는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한 튜터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수교육을 받는 친구들은 흔히 간과되거나 존중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결정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특수교육학생들에 대해 
알아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특수교육 학생들에 대해 잘 
알아가고, 이들도 우리 커뮤니티에 아주 중요한 일원으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특수교육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로부터 받는 
즐거움이 저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었고, 이제는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수학생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들도 보통 고등학생들과 같은 학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은 제가 미식축구 게임이 있을 때 
맨 앞자리에 제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저도 이 
학생들의 행사에 가서 이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이 학생들과 형성한 
우리의 돈독한 관계는 쉽게 퇴색되지 않을 진정한 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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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콰시 경찰서의 수석경찰관인, 스콧 벨바움(Scott Behrbaum) 씨가 이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이사콰학군과 이사콰시가 2000년에 파트너가 School Resource Officer (SRO)를 설립했고 이사콰고등학교, 
이사콰중학교와 이사콰시에 있는 주변 학교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에 상주하는 경찰관이 배정됩니다.  스카이라인 고등학교와 리벌티 고등학교에도 SRO 가 있습니다. 

The SRO는 학생, 가정, 교직원들에게 안전, 휴먼 서비스와 커뮤니티 문제와 관련한 도움을 줍니다. SRO는 멘토, 
카운슬러와 같은 역할을 하며, 초대 강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법률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SRO는 
경찰부서와 학교 커뮤니티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 조성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SRO는 학교내 또는 
학교 주변의 모든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왜 학교에 경찰관이 있나요? 

고등학교 정보의 밤
2개 세션으로 구성, 첫번째 세션은 9학년 신입생을 위함이고 또 다른 세션은 학부모를 위한 것입니다. 일정과 
장소는 미확정. 업데이트된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https://www.issaquah.wednet.edu/family/cultural-and-family-partnerships

 

The Garage 신장개업! 
235 First Avenue SE 

Downtown Issaquah 
kaylee@issaquahteencafe.org 

  
운영시간: 

평일(화 – 금):오후 3시 - 오후 8시 
  주말(토요일):오전 11시 - 오후 5시 

  
9-12 학년만 이용가능 (신분증 제시) 

  
* 친구 찾기 * 놀기 * 무료 커피 *  

* 숙제 도우미 * 비디오 게임 *  
* 보드 게임 * 우리 지역 정보 * 음악 *  

* 클럽 * 회의실 * 기념/축하 * 

* 이 외에 또 어떤 것을 하고 싶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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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모든 초등학교
1월1일: 겨울방학, 휴교
1월 21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 휴교
1월 28일: 교사 직무일, 휴교
2월 18일: 대통령의 날, 휴교 
2월19-22일: 두번째 겨울방학

아폴로
1월 9일 오후1:45: 버라이어티 쇼 예선
1월 12일, 오후 6-8: 수학의 밤
1월 16일: 지오그래피 비
1월 18일: 팝콘 금요일
1월 23일: 버라이어티 쇼 리허설
1월 25일: 버라이어티 쇼
2월 4-8일: 음식 모금
2월 7일, 오후5: 30: 리벌티 고등학교에서 합창 공연
2월 12일, 오후 6:30: 2학년 콘서트
2월 15일: 팝콘 금요일
3월 6일: 다문화 행사 리허설
3월 8일: 다문화 행사
3월 12일, 오후 6:30: 4학년 콘서트
3월 15일: 팝콘 금요일
3월 26일: 학급 사진 촬영

브라이어우드
1월 4일: 팝콘 금요일
1월 11일, 오후6-8시: Sock Hop 
1월 17일: 교직원 런천
1월 18일: 팝콘 금요일
1월 24일: Bear Chorus 겨울 콘서트
2월 1일: 팝콘 금요일
2월 4일: 버라이어티 쇼 오디션
2월 6일: 버라이어티 쇼 리허설
2월 7일: 리벌티 고등학교 합창 초청
2월 8일, 오후6-8시: 버라이어티 쇼
2월 15일: 팝콘 금요일
2월 28일: 2학년 공연
3월 1일, 오후 6-8시: 다문화 행사 
3월 1일: 팝콘 금요일
3월 7일: 교직원 런천
3월 8일: 3학년 공연
3월 15일: 팝콘 금요일
3월 20일: 1학년 공연
3월 21-22일: 학급 사진/ 봄 사진촬영
3월 25-29일: 연극공연 
3월 29일: 조회, 저녁 공연

캐스케이드 리지
1월 2일, 오전8:30 : 새 가정을 위한 조식
1월 4일: 부모가 함께 노는 날, 팝콘 금요일
1월 10일: 학급 시진촬영
1월 15일: 교직원을 위한 런천
1월 16-17일: 탤런트 쇼 리허설
1월 22일, 오후 5:30: 탤런트 쇼
1월 31일: 엔지니어링의 밤
2월 1일: 부모가 함께 노는 날, 팝콘 금요일 
2월 4, 5일, 7일, 오후 4;00: 스펠링 비
2월 7일: 교직원을 위한 런천
2월 12일, 오후 6:30: 2학년 콘서트
3월 1일: 부모가 함께 노는 날, 팝콘 금요일 
3월 5일: 빙고 게임
3월 12일: 교직원을 위한 런천
3월 13일: 합창 페스티벌
3월 19일, 오후6:00: Trudy Ludwing 프리젠테이션
3월 28일, 오후6:00: 과학 박람회 

챌린저 
2월 8일: 스펠링 비(Spelling Bee)
2월 12일, 오후6:30: 2학년 콘서트

3월 1일: 책 읽기 프로그램시작일
3월 1일: 책 교환
3월 12일, 오후 7시: PTA 미팅
3월 13일, 오후 2:45 : 합창 페스티벌
3월 15일: PTA STEM 박람회
3월 26일: 유치원 뮤지컬 A
3월 28일: 유치원 뮤지컬B

클락
3월 21일, 오후7:00: 3학년 콘서트

쿠거 리지
1월 30-31일, 오후5:00: 스펠링 비
2월 12일, 오후 6:00: 아트 박람회
3월 21일: 기금모금 행사
3월 29일: 과학 박람회, 발명 컨벤션

크릭사이드
1월 18일, 오후 6:00: 패밀리 영화의 밤 
2월 7일, 오후 5:30: 다문화 행사
3월 19일, 오후5:30: 패밀리 STEM의 밤
3월 26일, 오후7:00: PTSA 멤버십 미팅

디스커버리
1월 4일- 2월 8일: 책 읽기 프로그램
1월 29일, 오후 7 시: PTSA미팅
2월 12일: 합창 페스티벌
3월 4-7일: 음악의 달(Music in Our Schools), 
1-2 학년
3월 7-8일: 학급 사진촬영
3월 11-15일: 음악의 달(Music in Our 
Schools), 3-4 학년

인데버
1월 4일: 팝콘 금요일
1월 8일: 베이킹하는 날
1월 10일: 책 읽기 프로그램 시작 
1월 24일: 교직원을 위한 점심
1월 30일, 오후6:30: 4학년 뮤지컬
2월 1일: 팝콘 금요일
2월 5일: 베이킹 하는 날
2월 6일, 오후1:40: Kind Kids
2월 6일, 오후6:00: 다문화 행사
2월 7일, 오후 6:30: 3학년 콘서트
2월 8일: 책 읽기 프로그램 종료일 
2월 13일, 오후6:30: 2학년 뮤지컬
3월 1일: 팝콘 금요일
3월 5일: 베이킹의 날
3월 7일, 오후6:30: 5학년 테마 콘서트
3월 8일: 교직원을 위한 점심
3월 13일, 오후1:40 : Kind Kids
3월 13일, 오후6:30 : 합창 페스티벌
3월 15일, 오후6 시: 과학 박람회

그랜드 리지
1월 3, 10, 17, 24, 31일 : STEM 클럽
1월 4일: 팝콘 금요일
1월 9일, 오후1:20: 방과후 영화감상
1월 16일, 오후5:30: 탤런트 쇼
1월 23일, 오후1:20: 방과후 영화감상
2월 1일: 팝콘 금요일
2월 7, 14, 28일: STEM클럽 
2월 7일, 오후6:30: 5학년 콘서트
2월 11-13일: 스펠링 비
2월 27일: 방과후 영화감상
3월 1일: 팝콘 금요일
3월 7, 14, 21, 28일: STEM 클럽
3월13일: 다문화 행사
이사콰 밸리
1월 24일: 5학년 음악 프로그램

2월 7일: 2학년 음악 프로그램
2월 8일: 버라이어티 쇼
2월 12일: Math Adventure 학부모 정보
2월 28일: 기부금 모금 조회
3월 7일: 4학년 음악 프로그램
3월 8일: 빙고 게임
3월 18일: Orange Ruler기부 마감일 
3월 22일: 기부금 모금 달리기
3월 26일, 오후6:30: 합창 콘서트

메이플 힐즈
1월 4, 18일: 팝콘 금요일
1월 23일, 오후1:30: 버라이어티 쇼 오디션
1월 30일, 오후1:30: 버라이어티 쇼 드레스 리
허설
2월 1, 15일: 팝콘 금요일
2월 1일, 오후 2:15, 오후7:00: 버라이어티 쇼
2월 7일: 책 읽기 프로그램
2월 7일, 오후 7:00: 유치원 새 가정 오리엔테
이션
2월 12일, 오후5:30: 유치원 댄스의 날
2월 12일, 오후6:30: 패밀리 댄스이 날, 1학년
2월 28일: 5학년 포럼
3월 1일: 학급 사진 촬영
3월 1,22일: 팝콘 금요일
3월 6-7일: 과학 박람회
3월 8일: STEM 행사
3월 11일: 5학년 메이우드 중학교 정보
3월 14일: 책 읽기 프로그램
3월 15일: 클럽/ 교지 사진촬영일
3월 26일: 패밀리 댄스, 2학년

뉴캐슬
1월 7일, 오후2:50 : 지오그래피 비
2월 7일, 오후5:30-7:00: 리벌티 고등학교에
서 합창 페스티벌
3월 1일, 오후6:30: 과학 박람회 엑스포
3월 30일, 오후5:30 : PTSA 옥션 & 저녁

서니 힐즈
1월 24일, 오후6:00: 5학년 뮤지컬
1월 9일, 오후6:00: 스펠링 비, 학급당 경쟁
1월 9일- 2월 13일: 책 읽기 프로그램
1월 23일: 방과후 영화감상
1월 24일: 5학년 뮤지컬
2월 4-15일: 박스 톱 기부금 모금
2월 6일, 오후6:00: 유치원 신입생 소집
2월 7일, 오후 6:00: 빙고와 브라우니
2월 12일, 오후6:00: 2학년 뮤지컬
2월 13일, 오후6:00: 스펠링 비, 학교당 경쟁, 
3월 4-18일: 온라인 판매
3월 16일: 봄 책 박람회
3월 19일: 학급 사진촬영의 날
3월 20일: PCMS 합창 콘서트
3월 21일: 과학 박람회/ STEM 행사
3월 28일 6:00: 4학년 뮤지컬

선셋
1월 4일: 학부모와 함께하는 리세스
1월 11일: 과학 박람회 시작일
2월 1일: 학부모와 함께하는 리세스
2월 4, 7일: 탤런트 쇼 리허설
2월 8일: 탤런트 쇼
2월 12일6:30: 2학년 콘서트
3월 1일: 학부모와 함께하는 리세스
3월 20일: 노래 경연대회
3월 26일: 과학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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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
1월1일: 겨울방학, 휴교
1월 21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 휴교
1월 28일: 교사 직무일, 휴교
2월 18일: 대통령의 날, 휴교 
2월19-22일: 두번째 겨울방학
3월 22일: 채점일, 조기 하교

비버 레이크
1월 10일: 교장과의 만남, 멤버십 미팅
1월 24일: 합창 페스티벌
2월 27일: 겨울 오케스트라 콘서트
3월 7일: 교장과의 만남, 멤버십 미팅 
3월 13일: 겨울 밴드 콘서트
3월 15일: PTSA 가 제공하는 교직원을 위
한 점심
 
이사콰중학교
1월14-18일: WE RISE ABOVE WEEK
1월 22일 – 2월 4일: 캔 식품 모금
1월 25일: 스피리트 데이
2월 7일, 오후6: 30: 밴드 콘서트
2월 8일: 커리어 데이
2월 12일, 오후 6:30: 오케스트라 콘서트
2월 15일: 스피리트 데이
3월 7일, 오후6:30-7:30: 뮤직 오픈 하우스
3월 9일: 솔로 앙상블
3월 14일, 오후6:30-7:30: 코러스 콘서트
3월 18일: 시작
3월 29-30일: 극장 공연 

메이우드
1월 19일: 리벌티 솔로, 앙상블
2월 12일: 재즈의 밤 
2월 13일: 겨울 콘서트
2월 24일: WINTERGRASS 공연
3월 7일: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3월 9일: 솔로, 앙상블
3월 19일: 오케스트라 11 페스티벌
3월 21일: 봄 합창 콘서트

퍼시픽 캐스케이드
1월 18일: MLK기념 조회
1월 22일: 캔식품 모금
1월 30일: EASTSHORE 재즈 페스티벌
2월 15일: 겨울 소셜 모임

파인레이크
2월 9일, 오후 5:00: HOE DOWN
2월 27일, 오후12:00: 멤버십 미팅
3월 4일, 오후7:00: 오케스트라 쿠키 콘서트
3월 9일: EASTSHORE 솔로, 앙상블 페스티벌

스카이라인
1월 26일: EASHORE 솔로, 앙상블 경연대회
2월6-9일: 겨울 연극
2월 11일: SPARTANS UNITED의 주 
3월 6일: 콘서트
3월 19일: EASTSHORE 오케스트라 II 페스
티벌
3월 23일, 오후: TOLO 댄스

이사콰고등학교
1월 15일: 첫 학기5K 달리기
1월 26일: ESATSHORE 솔로/앙상블
1월 31일: 합창
2월 2일: 보컬 솔로, 앙상블
2월2일: ACT 또는 SAT 모의 시험
2월 9일: SWINGIN’ IN VIENNA, 재즈 밴드
2월 12일: UW 밴드 페스티벌
2월 12-13일: 졸업생 인터뷰
3월 1일: 에세이 마감일
3월 5일: 봄 스포츠, 학부모 미팅
3월 6일: PTSA 교직원을 위한 조식
3월 6일: 밴드 1 페스티벌
3월 14일: 밴드2 페스티벌
3월 26일: 콘서트
3월 30일: TOLO 댄스

리벌티
1월 7일: 2019년 졸업생 학부모 미팅
1월 26일: 솔로, 앙상블 페스티벌
2월 2일: 벨뷰 재즈 페스티벌
2월 12일: RUNNING START 정보의 밤
2월12일: UW 밴드 페스티벌
2월 13일: 재즈 콘서트(
2월 14일: 심포닉 밴드 페스티벌
2월 27일: 밴드 콘서트
3월 6일: 앙상블 페스티벌
3월 12일: ASVAB 직업탐색 프로그램 시험

깁슨 Ek
3월 20일: 쇼케이스

학교 스케줄은 언제 
변경되나요

휴교가 되거나 수업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아침 일찍 
발표가 됩니다. 악천후로 인한 비상 교통상태가 걱정되시면 TV, 
라디오 또는 인터넷을 통해 알림정보를 확인하세요. 휴교에 대한 
정보를 학군으로부터 직접 받기를 원하시면: 
• 학군의 eNews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세요: https://www.issaquah.wednet.edu/news/ 기상악화로 
인한 지연 알림은 개별 학교 eNews로 나가지 않습니다. 
• ISD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www.issaquah.wednet.edu. 
• ISD 비상 뉴스 받아 보기를 신청하세요: www.FlashAlert.net (
기상악화 경우에만) 
• 녹음된 메시지를 확인하세요:(425) 837- 7000 (행정부), (425) 
837-6333 (스쿨버스 부서).

“휴교”가 통지된 경우 
모든 미팅, 견학 학습, 방과후 활동은 취소됩니다. 오전, 
오후 돌봄서비스가 취소됩니다. 비상 상태로 인해 조기 
하교하는 경우에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 
(school-age care)가 취소됩니다.

비상 상태로 인해 스쿨버스 
승하차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학군이 “ 스쿨버스 눈길 경로” 라는 발표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승하차 장소가 아닌 비상시 승하차 장소로 가서 
스쿨버스를 타야 합니다. 비상시 스쿨버스 승하차 장소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평소 정거장으로 가면 됩니다. 
학군이” 스쿨버스 눈길 경로”라고 발표한 후에 날씨가 
좋아지더라도 학생들은 비상시 승하차 장소로 가서 버스를 
타고, 내려야 합니다. 

“ 스쿨버스 눈길 경로” 라는 
발표가 된 경우“
 스쿨버스 눈길 경로” 라고 발표가 된 이후에, 날씨가 
좋아지더라도 학생들은 비상시 승하차 장소로 가서 버스를 타고, 
내려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특수교육 학생이나 일반 학생이나 
비상시 버스 승하차 장소는 동일합니다. (집 앞까지 서비스가 
없습니다.) 비상시 스쿨버스 승하차 장소를 알고 싶으시면 
웹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issaquah.wednet.edu/docs/default-source/district/
emergency/et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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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 오틀리(Christy Otley), 클락 초등학교 교장, 

컬추럴 브리지 (CB): 당신의 직책과 일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크리스티 오틀리(Christy Otley: CO): 저의 
역할은 모든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학교의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모험이 저를 기다립니다. 학생들, 그들의 가정, 
교직원들을 저의 역량을 다해 지원하고 학생들과 
학교생활을 통해 좋은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은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의 목표는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는 교실을 참관하는 일을 즐기고 - 완성된 
작품을 행정실로 와서 자신들이 만든 작품을 
자랑하는 것을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교실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점심을 함께 먹는 등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CB: 왜 교장이 되기로 결정했습니까?
CO: 많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점이 너무 좋습니다.  
교장이 되면 학생들이 학업적- 감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가족들과 강한 파트너십을 만들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교직원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하면, 그 혜택이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CB: 이사콰학군의 학부모들에게 드리고 싶은 
충고는 무엇입니까? 

CO: 자녀의 담임교사와 파트너십을 만드시기를 권합니다.  학부모와 교사는 같은 목적(학생들이 학업적-감성적으로 잘 
배우고 성장하기를 바라는)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세요- 학교와 좋은 연대를 가지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CB: 학교 이외의 자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CO: 저는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깁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엔터테인먼트, 스키 타기,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여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Athletes for Kids, Eastside Baby Corner, Kids 
Quest Museum. 저는 항상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교육에 종사한 연수: 24
 ISD에 재직한 연수: 24
제일 좋아하는 책은? Thank you Mr. Falkner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멕시코 음식
첫 번째 직업은 뭐였나요? 재봉사
어렸을 때 존경했던 사람은? 우리 아빠
제일 가고 싶은 휴가지가 있다면 어디입니까? 바닷가
본인에 관한 흥미로운 점을 말한다면: 처음으로 교장 면접을 본 곳은 이탈리아에 있는 기차역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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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동료 선생님들을 방문할 때마다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인데버 초등학교의 멀린(Merlin)프로그램 교사로부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데버 초등학교PTSA 의 학부모들은 Spooky Spaghetti라고 불리는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행사의 이름 자체도 
너무 멋지죠. 최근에 있었던 행사에서 어떤 아이가 누가 봐도 집에서 만든 것 같은 코스튬을 입고 왔어요. 그 
아이는 “ 저는 ___ 입니다”.  아이가 한 말은 어린이가 쓰기에 부적절한 언어였고, 다른 교사로부터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저 조차도 얼굴을 붉힐 정도였어요.

동료 교사는 이렇게 말했죠. “으험…” 당황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던 교사는 미소를 지었고 나중에 이 아이의 
부모에게 이 일에 대해 알려줬어요. 알고 보니, 이 아이는 집에 있는 천 조각, 액세서리 보석, 헤어 액세서리, 큰 
누나의 화장품을 이용해서 직접 코스튬을 만들어 입은 아주 창의성이 좋은 아이였어요. 이 아이의 큰 형(재미 
있는 이야기에는 항상 짓궃은 형이 있기 마련이죠)이 코스튬을 입은 아이를 보고 “ 너 ____ 같다.” 고 말했던 
것입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그 아이 부모에게는 집에서 다시 가르칠 것이 생겼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꼬마 아이가 인데버 초등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클라하니(Klahanie) 
동네에서 잘 성장하여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 할 기회가 오기를 바래봅니다. 
 
Spooky Spaghetti 행사나 뉴캐슬 초등학교에서 하는 코스튬 카니발과 같은 이런 행사들은 아이들의 어린시절과 
청소년기의 좋은 추억이 됩니다. 이런 행사들의 준비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도 받지만, 웃음거리도 
많습니다.  또한 이런 행사는 커뮤니티를 하나로 묶어주는 실타래 역할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했던 
할로윈 파티나 추수감사절 파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엄마, 아빠와 함께 심한 규제없이 마음껏 놀 
수 있었고, 슈퍼히어로나 큰 곤충 코스튬을 입은 선생님들을 보고 좋아했던 기억들이 저에게 좋은 추억거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PTSA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각 학교의 교실은 아주 
작은 커뮤니티와 같습니다. 이런 많은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은 학업 이외에도, 친구들과 공유하기, 순서를 
기다리기, 서로 축하해주기, 공공장소에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해도 되는 때와 방법 등의 사회성을 배우게 
됩니다. 
 
메이우드에 있는 동료로부터 PTSA 가 교직원들을 위해 점심으로 칠리(chili)를 대접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그 교사의 생일날 여러 명의 학부모들이 학교로 컵 케익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제 동료는 이런 것들이 정말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 이런 사소한 것들로 인해, 늘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늘 바쁘게 힘든 도전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주면 정말 기쁘죠.  저는 일하고 있는 학교에서 재미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학교재정문제나 최고의ELL 교수법 같은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교육감 론 티얼과 
그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항상 고심하고 있죠. 또한 스카이라인 고등학교 PTSA처럼 학교에 도서관 물품구입, 
교실에 제공되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각 학교의PTSA 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PTSA 가 주최하는 다양한 축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이런 축제들은 
우리 커뮤니티의 삶을 풍족하게 해줍니다. 얼마나 풍족하게 해주는지 일일이 셀 수도 없으며 일일이 세는 것 
자체가 재미를 감소시킬 수도 있으니 그냥 넘어가죠.  아이들과 교사들이 Spooky Spaghetti, 생일 축하를 위한 
컵 케익과 같은 이벤트를 함께 즐길 수 있고, PTSA가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행사로 커뮤니티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주세요. 

개리 아서
이사콰교육협회 회장

할로윈 이벤트(Spooky Spaghetti)와 다양한 PTSA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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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9,999

Cultural Bridges 는이사콰학군의학부모참여를독려하고
학생들이더좋은성과를이룰수있도록정보를제공합니다.

저희는학군에관한정보지원및학부모/학생을위한행사를
주최하며,  6개국어로번역된잡지를분기별로발행합니다.

지역업체의후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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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딸 밸런타인 댄스
인기가 많은 제 14회 아빠-딸 밸런타인 댄스에 
참가하세요.  이 행사는 이사콰 커뮤니티 센터에서 2월 
9일에 열립니다. 오후 4시 -6시(유치원 - 2학년)과 오후 
7시-9시(3-5학년)에 있습니다.

캐주얼 복장 또는 정장 드레스도 좋습니다 – 함께 
춤을 추면서 추억도 만들어 가세요! 간단한 스낵이 
준비됩니다. 입장료를 낸 성인은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동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 그룹이 다르다면, 한 시간대만 
선택해서 오세요. 사진촬영 패키지도 있습니다. 사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비용은 성인 $26, 이사콰시 
거주자인 경우 $22입니다. 당일 현장 입장료는 성인 
$40 입니다. 

곧 등록하세요: 여름 방학 캠프
2019년도 이사콰시 여름방학 캠프의 온라인 등록이 3월 
2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시작됩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issaquahwa.gov/daycamp 

사마미시 음력 설날 축제
2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4시

Central Washington University – Sammamish
120 228th Ave NE, Sammamish, WA 98074

 
2019년 돼지띠 해를 맞아 사마미시시는 우리 
커뮤니티의 문화적 다양성을 알리고자 음력 설날 축제를 
개최합니다. 중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행사 및 
전통 기념식이 있을 예정이오니 오셔서 즐겨주세요. 이 
행사는 세계적인 사자 춤 댄스 팀의 활기찬 공연과 무술 
시연, 음악, 댄스, 시각 아트 외에도 소통하면서 즐길 수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부스가 준비됩니다. 무료 
행사이며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행사이며, 통역도 
지원됩니다. 
 
이 행사는 사마미시시와 센트럴 워싱턴 대학(Central 
Washington University), 사마미시 YMCA, 스카이라인 
고등학교, 사마미시 중국 학교(Sammamish Chinese 
School)와 시애틀 중국인 이민센터(Seattle New Chinese 
Immigrants Center)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가족들은 워싱턴주립공원의 겨울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세요.  눈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추운 겨울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눈썰매 타기는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겨울 
놀이입니다.

눈썰매 타기 좋은 곳은 어디인가요? 
겨울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부서는 인근의 스노-파크(주차장 정비)의 눈 정리와 오지 등산로를 관리합니다.  
Hyak Sno-Park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I-90에서 54번 출구인 스노퀄미 이스트(Snoqualmie East) 근처에 
위치합니다. 150개의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 주차장은 아주 빨리 
찹니다. 일찍 도착하셔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애완동물은 차 안에서만 있어야 하니, 가능하면 데리고 오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Hyak은 매일 오전 8시에서 오후 4:30분 까지 운영합니다.

출발 전에 눈썰매 공원의 운영 확인을 원하시면 전화하세요:(509) 656-2230. 

이용안내
입장료는 없지만 당일용 눈썰매장 이용권(Snow-Park Permit)과 당일 또는 
연간 디스커버 패스 (Discover Pass)가 필요합니다; 눈썰매 공원 시즌권 또는 
Special Groomed Trails Permit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눈썰매장 이용권은 11월 1일 에서 4월 30일 가지 온라인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https://fortress.wa.gov/parks/
ecomm/prod/Store/SNO/SnoChoice.aspx.

야외에서 워싱턴주의 겨울을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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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단체
Influence the Choice

청소년기의 자녀에게 최고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집에서 약물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배운 청소년
들의 약물사용 확률이 훨씬 더 낮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녀와 정기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열린 마
음과 이해심을 가지고 자녀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술이나 약물 사용은 절대로 안된다고 확실히 말해주세요. 하지만 혹
시라도 실수를 한 경우에는 부모에게 먼저 말해야 한다고 하세요. 자녀들의 말에 경청하고 부모는 항상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Influence the Choice라는 기관이 이사콰시에 있어서 정말 행운입니다. 이 조직은 이사콰지역의 중고등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웰빙을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커뮤니티 자원을 활용하고 커뮤니티의 표준을 바
꾸는데 중점을 두고 이에 필요한 전략적 행동방침을 제시하여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Influence the Choice – 
Drug Prevention Alliance for Youth (청소년 약물예방연합회는 건강하고 번창하는 커뮤니티를 위한 예방연합회입니
다.  이 단체는 우리 커뮤니티의 최소12개의 분야의 일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모, 청소년, 학교, 비즈니스 업체, 
의료 전문인, 정부, 미디어, 종교단체, 청소년을 위한 단체, 공공 또는 자원봉사 단체와 경찰관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
어 약물 없는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influncethechoice.org),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신정보를 확인하세요. 

이 단체에 가입하여 함께 활동을 하고 싶으시면,  (andie@influencethechoice.org 또는katie@influencethechoice.org)
에게 이메일 하세요. 자원봉사자를 환영합니다! 

지난 45년동안 이사콰학군에서 이웃들이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Issaquah Community Service (ICS)는 가정들이 위기를 방지하고 갑자기 닥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 재정지원을 제공합니다. ICS 는 가정들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난방,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와 공과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공과금, 출퇴근용 교통비, 경우에 따라 병원 또는 
치과 치료비의 재정보조를 제공함으로써 ISC 고객들이 자신과 자신 가족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재정적 보조가 필요한 이웃들의 복지를 염려하던 주민들과 소상공인, 
기업들의 노력으로 1973년에 ISC가 설립되었습니다. ICS는 비영리 조직으로 100% 자원봉사자들로만 
운영되며 2.5%에 밖에 안되는 운영비는 여러 파트너가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충당합니다. 기부금의 100%
가 도움이 필요한 가정으로 바로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ISC는 일년에 단 한번 “Merry Christmas Issaquah 
& Sammamish”라고 불리는 기부금 조성 행사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재정적 기부는 항상 필요하며 
언제나 환영합니다.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이사콰학군 내에 거주하고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면, ISC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ISC의 사무실 위치나 운영시간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www.issaquahcommunityservices.org.

Safe Crossing Foundation
아이들은 가족 구성원의 죽음을 경험할 때 소외감을 느낍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Safe Crossing Foundation은 부모, 형제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아이들을 도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재단은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afecrossingsfoundation.org

Issaquah Communit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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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사망한다면, 우리 가
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로서 자녀가 현재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아래의 두가지 사항을 미리 계획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1) 본인(또는 부모)이 의식을 잃거
나 사망할 경우, 자녀의 양육권과 재산 관리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계획한다. (2) 이런 상속 계획을 서류 요건에 맞게 작성
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한다. 이는 모든 부모에게 해당하는 문제이지만, 특히, 이민자 가정에서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문제
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획 세우기 
본인 또는(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미성년 자녀는 누가 돌봐주나요? 병원 치료에 대한 결
정은 누가 하게 되나요? 치료비를 낼 수 없는 형편이라면 치료비 납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Power of Attorney(위임장)” 
이라고 불리는 법적 문서를 이용하여 이런 질문들에 대해 미리 답을 정해놓으세요. 위임장은 본인 또는 부부 공동 명의의 재
산을 관리, 투자, 사용할 “Attorney in Fact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게 합니다. 위임장에 임명된 대리인은 본인이 무능력 상태
가 될 때 건강관리에 관한 결정도 합니다. 위임장의 효력은 본인이 사망할 때 소멸됩니다. 

사망할 경우, 누구에게 미성년 자녀를 맡길 것인지, 남겨둔 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단순히 가족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Will(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본인 사망 후 재산 분배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잘 표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생존하는 친부모나 양부모가 자녀
의 후견인이 되며, 부모가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예: 사고)에 자녀를 돌봐줄 후견인도 유언장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에 명시한 후견인은 단지 법정에 추천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정부 법은 추천된 후견인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만
약,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경우는 남겨진 자녀에게 가장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후견인을 법원이 지명합니다. 후견인을 지
명할 때는 친척인지, 친한 친구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후견인으로 지정할 사람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자녀를 
돌보는 책임과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유언장과 또는 “위임장”이 있다는 사실과 
그 보관장소를 주의 사람들에게 꼭 알려야 합니다.

시민권 문제
일부 가정에 발생할 수도 있는 강제 추방은 부모와 자녀가 생이별하게 만드는 아주 끔찍한 문제입니다.  부모가 
미국에서 강제 추방이 되는 경우에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후견인 서류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조언 구하기 
친구나 회사 동료를 통해 상속/유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일부 회사에서는 상속/유산 계획 서비스를 저비
용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회사의 인사팀에 연락하셔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
해 보세요. 재정사정으로 인해 변호사 선임이 어렵거나 부담이 된다면, 아래의 자원을 이용하세요.

혼자 유언장 작성할 때 유의점 
가능하다면, 서류 작성을 할 때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자녀 및 재정관리를 못 할 경우를 대비하여, 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
이 더욱 절실합니다.  

도움이 되는 자원 
워싱턴주의 Northwest Justice Project는 민사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Washington LawHelp”라는 웹사이트를 관
리합니다. “Washington LawHelp”는 워싱턴 법원과 여러 단체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저
소득 가정을 위해 저가 또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과 연결해 드립니다. 웹사이트:washingtonlawhelp.
org 은 영어, 스페인어, 그 이외의 다른 언어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ALISA GEORGE & CARRIE MOUNT 
조지(George)씨는 퍼시픽 캐스케이드 중학교의  PTSA회장이며,  신탁 및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마운트(Mount)씨

는 그랜드 리지  PTSA법무/홍보 담당인이며 시애틀 대학(Seattle University)의 법무 박사 학위 후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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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와 함께하는 책 읽기 프로그램은 시애틀 전역에서 각 학교와 도서관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지역중심의 글 읽
기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치료용 개를 이용합니다.  많은 어
린이들은 성인 앞에서 큰 소리로 책을 읽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강아지 혼자 듣는다면, 책 읽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를 이용하여 아이들의 책 읽는 공간을 편안하게 하여 재미있게 책을 읽도록 돕습니다. 발음이 
틀려도, 아주 천천히 읽어도,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한다고 하더라도 창피를 당할 일이 없습니다.  

개와 함께하면 사람의 혈압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며, 개와 강한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져서 아
이들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로버 개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나요?
매주 2번째 화요일에 렌튼 도서관으로 오세요: 1월 8일, 2월 12일, 3월 12일, 오후 6시 – 7시.
4세 이상 어린이 대상,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성인을 동반해야 합니다.

로버와 함께 책 읽기

특별한 도움 (special needs)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 모두는 각자만의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나요?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학업적으로? 네, 우리는 모두 특별하고 고유한 존재입니다. “같은 정원의 꽃이지만 서로 다른 
향을 지녔죠”. 하지만 지금은 아주 특별한 아이에 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 교사, 그리고 커뮤니티로
부터 추가 지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물을 다르게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것
들을 볼 수 있고, 듣고, 느끼고 경험합니다.

이런 특별한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참을성, 사랑, 보살핌으로 가득 차 있죠. 그렇
다고 이런 아이들이 커뮤니티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살 집 구하기, 직장, 사회 참여, 재정문제 같은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와 지원을 평생 
동안 필요로 합니다. 참아내고 견디면서 이런 장애를 극복하는 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노력이 요구됩니다.  장
애를 가진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파인레이크 중학교에서LRC11 수업을 가르칩니다. 저는 학생들로부터 차분하고 인내심을 가지며, 창의적이고 행
복하게 지내는 방법을 배웁니다.  저는 또한 이사콰 하일랜드에 있는 클럽 인클루시브(Club Inclusive)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클럽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자녀들도 데리고 오세요.  저희 회원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세
요; 이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 학생들의 부모들과 이
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매달 둘째 목요일 6-8시에 블래클리 홀(Blakely Hall: 2550 NE Park Dr, Issaquah, WA)모임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
지를 확인하세요: Club Inclusive.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린쿠 제인

파인레이크 중학교 LRCII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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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설탕의 과다 소비로 골치를 앓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설탕이 빠지는 축제는 
없으니까요! 

적당량의 설탕은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하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과 혈압을 상승시키고 췌장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설탕이 빠르게 에너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배고픔은 잊게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설탕은 과잉행동, 불안장애 및 우울증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설탕 소비량이 하루 전체 열량의 10% 가 넘지 않도록 권합니다. 이는 하루 
섭취량이 최대 티스푼 6개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성인의 경우, 최대 섭취량은 티스푼 8개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 포함된 설탕의 양이 티스푼 9개가 넘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설탕 섭취를 줄이는 5가지 방법 
1. 금지하지 마세요. 
설탕을 아예 없애버리면 아이들은 설탕을 더 원하게 됩니다. 엄격하게 규제할수록 아이들은 더 먹고 싶어하거나 또는 
어른들이 안보이는 곳에서 먹게 됩니다. 

2. 제대로 알기 
식품 라벨을 꼭 읽으세요. 라벨에는 식품에 포함된 원재료, 원재료의 포함률, 설탕의 양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항상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몇 인분용인지를 잘 읽어 보아야만 포장지에 포함된 설탕을 
양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3. 대체 식품 찾기
찬장을 열고 선반에 있는 식료품 중에서 가장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시리얼, 디저트, 가미된 
음료수 또는 가공된 식품일 수도 있는데, 유사제품 중에서 설탕이 덜 들어간 제품을 찾아 보는 것은 어떨가요?

4. 양 조절 
습관적으로, 아침에 달달한 시리얼을 먹거나 단 음료를 마시거나 또는 매일 달콤한 디저트를 먹는다면, 조금씩 이런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해 보세요. 정제된 음식은 자연적인 음식으로 대체하고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아주 
소량의 단 음식만 드세요.

5. 설탕을 추가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나 바나나를 넣은 과일 스무디의 경우에는 이미 과일 자체에 천연 설탕이 포함되어 있어 
설탕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탕을 추가하는 버릇은 단맛에 대한 욕구만 증가시켜서 더 단 것을 찾게 만듭니다. 

식품 라벨 읽는 방법 
• 전체 패키지와 개별 패키지가 몇 인분을 포함하는지를 읽어본다. 예를 들어, 한 패키지가 일 인분을 포함할 수도 있고 
3인분을 포함할 수도 있으므로 설탕이나 열량이 달라질 수 있다. 
• 라벨에 적혀있는 첫 세가지 원재료는 그 제품에 가장 많은 양이 포함된 재료이다. 예를 들어, 빵이 “ 호밀 빵” 또는 
“ 호밀이 포함된”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포함한 재료는 정제 밀가루보다 호밀이 먼저 표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빵은 제대로 된 호밀 빵이 아니다. 

• 포함된 원재료 목록이 짧은지 확인한다. 더 많은 음식재료를 포함할수록 더 많이 가공된 식품이다. 한가지 재료로만 
만들어진 음식은 원재료를 표기할 필요가 없다. 

설탕도 필요하다. 우리 식단에서 설탕을 완전히 없애서는 안된다. 설탕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정신 건강에도 좋으며 
지방분해에도 도움을 준다. 하지만 균형적인 섭취가 필요하다. 

설탕 섭취의 제일 좋은 방법은 과일, 채소, 유제품 등의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다. 디저트나 가공된 음식 또는 인공 
가미된 음료수가 아니라 자연상태의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되 적당량을 지킨다.

달콤한 설탕에 관한 쓰디쓴 진실
마리솔 비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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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열정 
달판 말와 

저희는 2001년에 인도의 델리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했고 
2006년에 이사콰시에 정착하기 위해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운이 좋게도 이른 아침에 이사콰 하일랜드에 도착했습니다. 
고요하고, 짹짹거리는 새 소리, 주위의 산들 그리고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매료되어, 처음으로 본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 저희 가족은 이 동네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몇 년 후, 큰 아들이 태어났죠. 우리의 문화를 
기념하고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2015년에 인도문화클럽(Indian Cultural Club 
(ICC))이 만들어졌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이 클럽의 
초창기부터 함께 했습니다. ICC의 모토는 함께 인도 명절을 
기념하고, 서로간의 유대를 통해 인도의 전통을 존속시키며, 
이화 함께 우리 커뮤니티에 인도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새 가정의 참여를 환영하며 또한 후원해 주시는 
하일랜드 의회(Highlands Council)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는 무료입니다. 다음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www.facebook.com/
IndiaCulturalClubICC 

춤에 대한 열정
오자스비 신하 바라지

모국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1998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시애틀로 이사를 왔고, 이사콰시가 너무 좋아서 2003
년에 남편과 함께 이 곳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항상 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1년에 
인도의 클래식, 컨템포러리, 포크, 힙합 스타일을 통합한 
볼리우드 (Bollywood)댄스 스타일을 가르치는 댄스 학교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춤을 통해 인도의 일화나 신화를 
표현합니다. 이 춤을 배우면서 모국에 대한 연결고리를 
갖거나,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는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댄스 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인도의 문화와 
전통을 모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자녀들을 
댄스 클래스에 등록시키지만, 학생들은 춤을 통해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심신을 조화롭게 
단련시키게 됩니다. 

성인들도 춤을 배우면 기분도 좋아지고 또한 치매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성반, 커플반 수업도 있습니다.  공연의 
관람을 원하시거나 기초반부터 고급반까지 있는 수업의 
참여를 원하시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Ojasvi 
Dance School. 이사콰, 벨뷰, 바텔 지역에서 수업이 있으며 
장학금도 제공합니다. Indian Cultural Club 행사

블래클리 홀(Blakely Hall):
2550 NE Park Drive, Issaquah, WA 98029

1월: 만남& 인사 나누기
2월: 포크 댄스 워크숍
3월: Antakshri 게임
4월: 아트 워크숍

6월: 볼리우드 댄스 운동(Bollywood Workout)
7월: 노인을 위한 행사(Seniors Get Together)

10월: 디왈리(Diwali)

*더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을 확인하세요.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
IndiaCulturalClubICC.



23

문
화

 연
계

성

Holi 축제
선이 악을 이기고 마왕을 물리친다는 걸 기념하는 전통적인 힌두 
축제는 이제 전세계 곳곳에서 현재적이고 다채로운 색의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즘 커뮤니티들은 겨울을 보내고 봄의 시작으로 자연에 
나타나는 모든 새로운 색깔을 즐기는 Holi축제를 펼칩니다. 

이사콰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멘카 손니의 주도로 워싱턴주 공원관리 
위원회의 민속, 전통예술 프로그램(Washington State Parks and Recreation 
Commission Folk, Traditional Arts in the Parks Program)이 공조하여 
사마미시 호수 주립공원에서 3월에 연간 자선 행사인” Holi (홀리): 색의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8년째 열리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며 아트와 문화를 맛 있는 음식과 
여러가지 행사와 함께 즐기자는 취지입니다.

 2008년에 아시시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멘카는 
남편 아시시와 두딸과 함께 미시간주에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멘카는 
스타벅스 본사의 IT 부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시애틀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 여기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멘카는 우리 커뮤니티의 리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멘카는 여성들을 
격려, 고무, 인정하고, 힘을 주기 위해 래비싱 우먼(Ravishing Woman)
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멘카는 레드몬드시와 협력하여 
레드몬드 패션 위크를 시작하여 다양성을 축하하면서 패션, 미디어, 
테크놀로지도 선보였습니다.

저는 멘카에게 미국으로 갓 이민 온 부모에게 어떤 충고를 해주고 싶은지 
물어보았어요.  멘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면, 그 
초기에는 꿈이 실현되었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에 따르는 어려운 점도 
함께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을 해야하기 때문이죠. 주말마다 
새로운 곳에 가 보고, 다시 학생처럼 여러가지 체험을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음식, 문화, 테크놀로지 그리고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즐겨보세요. 
물론, 모국에 있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이런 변화와 도전을 기꺼이 받아드린다면 훨씬 더 빨리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 여정은 때론 거칠고 험할 수도 있고, 이런 환경들로 인해 절망하거나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생각으로 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일들도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 가족에게 큰 추억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겨보세요!” 

자신만의 고유 전통을 지키거나, 우리 이웃의 전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올해에 열리는 축제를 놓치지 마세요. 형형색색의 하늘에 
밝은 빛을 더하고 지역민들이 함께 모여 봄을 맞이 하며 노래를 부르고 한바탕 즐기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사마미시 호수 주립 공원(Lake Sammamish State Park)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astsideHoli.



이사콰학군의 모든 학생의 성
공을 후원합니다.
이사콰학교재단은 이사콰, 벨뷰, 뉴캐슬과 렌튼 지역에 있는 이사콰학군의 학생들을 지원하
기 위해 자금을 조성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재단은 커뮤니티 멤버, 기부자, 자원봉사자 및
PTSA와 협력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열정 또는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후원합니다. 이런 학습에 대한 열정은 학교 생활을 즐겁게하고 학교 교육과도 연결됩니다.

재단이 후원하는 프로그램:

미술교육
방과후 숙제 도우미
배낭과 학교 준비물 무료제공
코딩 클럽
컬추럴 브리지 잡지
음식 지원
일대일 멘토링
오케스트라, 합창, 밴드
로봇공학 클럽
STEM (과학,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수학) 클럽

이사콰학군재단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isfdn.org 
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