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ltural Bridges
 학부모들이 이사콰학군에 관련된 정보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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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

미국에서 청소년의 건강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신질환입니다. 4백만명의 미국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심지어는 자살과 같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학군에서는 자살이 낯선 일이 아닙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에 실시한 청소년 설문조사(Healthy Youth Survey)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학년 중 223명이 자살을 생각했으며, 172명은 자살 계획을 세웠고, 87
명은 한번 이상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악할만한 수치지만, 워싱턴주 전체의 
통계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고 합니다. 또한, 이 설문 결과에 따르면, 우리 학군 학생들은 
가족과 커뮤니티의 강한 지지/후원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커뮤니티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런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학교에 더 많은 카운슬러(5, 14 페이지)가 배정되어 있고, 학생들은 힘든 학교의 
일과(3페이지)를 벗어나 안식처를 찾기 위해 음악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우리 
커뮤니티에는 Influence the Choice(8페이지)와 Friends of Youth (18페이지)와 같은 훌륭한 
단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겪는 일과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나요? (11페이지) 우리는 자녀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것들에 대해 그저” 싫어”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힘든 일을 겪은 후, 정상적인 
생활로 빨리 복귀하는데 필요한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9
페이지) 

제 아들이 사춘기 청소년이 된지도 벌써 일년이 되었지만, 저는 아직도 부모로서 제대로 적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춘기 아들을 여전히 아기 대하듯 하지만, 사실 지금 그 아이는 다른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 아들이 유아기였을 때는 콘센트를 덮어두고, 서랍/ 캐비닛을 잠그고, 
안전한 카시트(car seat)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과 우리의 삶에 안전한 
가정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10페이지) 

1년 중 첫 한달 동안, 우리 커뮤니티의 부모/성인들은 2020년 학교 징수세-levy (16-17
페이지) 투표와 센서스(19페이지) 참여로 더 좋은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우리 지역의 학교와 커뮤니티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다른 프로그램들과 매우 중요한 서비스들 중에서도 특히, 각 학교마다 
카운슬러들을 계속 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 학교 징수세를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한편, 센서스(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주정부 지원금이 지역 및 주립 학교, 
병원, 도로 등에 할당됩니다. 만약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우리의 데이터가 누락된다면, 
우리 학군에서 필요한 주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정, 청소년 및 커뮤니티 
지원에 필요한 많은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정확한 인구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새해에는 우리에게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들 주변의 세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희망찬 2020년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많으세요!  

알리시아 스피너
컬추럴 브리지 에디터

이 잡지의 저작권은 컬추럴 브리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컬추럴 브리지 잡지는 이사콰학군에 배포되는 무료 커뮤니티 잡지이며 이사콰학교재단 (ISF)의 후원으로 
발간됩니다. 이사콰학교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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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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잡지의  자원은 
컬추럴 브리지 프로그램을 통해

이사콰 학교 재단의
후원으로 제공됩니다.

이사콰 학교 재단에 기부해 주신
저희 잡지 독자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커뮤니티 일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웹사이트:isfdn.org 
를 통해 기부해 주세요.

                 MARISOL VISSER
                 프로그램 매니저
                 marisol@isfdn.org

  ALICIA SPINNER
잡지 에디터

alicia@isfdn.org

KELLY BURCH 
표지 사진 촬영 

LIZ ST. ANDRE
영어 에디터

NORMA RODIGUEZ
스페인어 번역 

SEONYOON KO
한국어 번역

YANA ALENTYEVA
러시아어 번역

YINGYING CUI
중국어 번역
TRAM PHAM

베트남어 번역

Facebook@
CBforeducation “좋아요” 

눌러주세요. 

잡지를 PDF 포멧으로 
받아 보길 원하시면 

culturalbridges@isfdn.
org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원하는 

언어(스페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지정해 

주세요.

Cultural Bridges
Issaquah Schools Foundation

다문화 가정들과 그들
의 자녀들을 이사콰 학
군과 광범위한 이사콰 
커뮤니티로 연결하여 

소통과 관계 형성을 돕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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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 우드
리버티 고등학교 재즈 합창 지도 교사

그냥 스템(STEM)이 아닙니다: 뜨거운 스팀(STEAM)입니다! 

 “저는 매일,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더라도, 4교시 합창 수업을 마친 후에는 항상 미소를 짓게 됩니다. 며칠 전에는 또 다른 
합창반 학생이, 본인이 합창 교실에 들어갈 때 항상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는 것을 본다면서, 이것은 아주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수업이 없었다면, 전 아마도 참담했을 것 같아요.  합창 수업은 제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동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하루를 즐겁게 만들어 주는 시간입니다. 예술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대체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예술은 
감정을 고조시키고, 두뇌활동을 촉진시키며, 자연스럽게 사람들간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영혼을 치료하며,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이사콰 학교 재단의 후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게는 재단의 후원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이 되었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앨리슨 풀링톤, 리버티 고등학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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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말을 시작하기 전에 노래를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삶의 리듬은 무의식 
속에 형성됩니다! 아이들은 글을 쓰기 전에 그리기부터 합니다. 또 두발로 설수 있게 되자마자 춤을 
춥니다. 예술은 인간발달의 이런 기초가 됩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유치원 학생부터 대학교 학생들에게 음악적인 발견 그리고 음악 완성의 여정을 
지도해오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저의 비전을 열렬하게 공감하고 후원해 주신 이사콰 학교 재단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남는 교육은 두뇌 전체를 사용하여 몸으로 익힌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과과정에 음악 교육이 포함된 정확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뇌는 음악 교육을 받거나 음악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밝은 주황색 광채를 나타내며, 두뇌 전체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PET스캔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창, 밴드, 오케스트라 및 일반 음악 수업에 최첨단 테크놀로지와 좋은 장비까지 제공된다면, 교과과정 전반에 
훌륭한 성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리버티 고등학교의 재즈 합창 수업은 아주 좋은 예입니다. 방과 후 선택과목으로 새로 생긴 과목입니다. 
이 합창단은 “바로” 미국식 아트 형태이며, 그리고  ” 아삭아삭한” 하모니로 진짜 실력 있는 합창단원을 만들어 냅니다. 
이런 합창단원들은 곧 “합창단”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서로 조화롭게 혼합하는 개별 아티스트로 점프할 준비가 되어있는 
레벨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는 상당 부분의 테크놀로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합창단의 여행 시스템에는 2 4
명의 개별 단원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부수적인 장비들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사콰 학교 재단에 
도움을 청했고, 재단의 예술 펀드 덕분에 리버티 고등학교에 진정한 보컬 재즈가 탄생했어요! 이 재즈 합창단은 Puget 
Sound전역에서 최고의 합창단으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콰 학교 재단으로 받은 후원 덕분에, 저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자신들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재단의 후원과 전국에서 인정받은 우리 학교 재즈 
합창단의 성공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에게는 아침에 등교하는 이유가 바로 음악 수업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음악 수업은 이런 
학생들에게 사회적, 정신적 지주가 되고, 그들의 안식처가 되는 동시에 영감을 얻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과학 또는 수학 과목에 우수한 성적을 내기도 합니다. 또는 역사, 정치 그리고 인류학 공부에 심취하고 즐깁니다. 이런 
학생들의 배우는 방법이 대부분의 학생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운동 선수이거나, 성실한 ASB 자원봉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배경의 여러 학생들과 함께 완성도 높은 음악을 만들어 가는 경험을 공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학생들을 끌어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예술적 존재 가치에 투자함으로써, 우리가 그들의 꿈과 상상력을 믿는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음악 교육이 주는 
모든 혜택 이외에도, 음악에서 얻는 가장 중요한 혜택은 아마도 음악을 통해 상상하고, 또 그 상상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뭔가를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실현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당면한 도전을 감당해내고, 당당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의 음악과 예술교육 전체를 후원해 주는 이사콰 학교 재단과 이 재단에 지속적으로 기부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학군의 모든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파트너이며, 이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기쁩니다! 

학교 재단에 관한 정보나 기부를 원하시면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isfdn.org/donate/

이
사

콰
 학

교
재

단
                                 



SWEDISH ISSAQUAH
751 NE Blakely Drive
Issaquah, WA 98029
425-313-4000
www.swedish.org/issaquah-kids

메디컬 홈
병원과 클리닉 그 이상의 곳으로 여러분의 이름부터 가족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활동적으로 만들고, 청소년에서 대학생까지의 성장과정도 함께 합니다.                

삶을 더욱더 편리하게 하며, 건강한 커뮤니티를 함께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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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강 카운슬러(상담사)
이사콰 학군의 모든 학교에서는 2018년 2월에 통과된 학교 세 징수 덕분에 각 학교에 정신건강 카운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포용적인 환경에서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돕기 위하여, 이전에는 4개의 고등학교와 
이사콰 중학교에서만 제공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사콰 학군의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를 희망합니다.   

왜 학교에서 정신건강에 신경을 쓸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일반적인 정신과 상담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장애 요소를 없애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의 정신 건강 센터를 잘 이용한다면, 징계 문제, 낙제 
그리고 결석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카운슬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개인정보가 보장되는 카운슬링과 문제에 관한 해결방법 
교육:: 
우울증
불안감과 근심
사람과의 관계적 문제
가족에 관한 문제, 근심
친구/가족의 질병/죽음/질병으로 인한 상심
지역 자원 정보 제공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의 다른 관련 단체로 상담 추천서 제공

카운슬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학교에 배정된 건강 카운슬러들은 정신건강 검사와 카운슬링 분야에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운슬러는 아동 심리학자 
또는 아동 정신과 전문의와 연계하여 일합니다. 아래의 웹사이트를 통해 각 학교의 카운슬러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보시고, 언제든지 카운슬러에게 연락하세요. 웹페이지: https://www.issaquah.wednet.edu/family/counseling-
services/SBHC.

이사콰 학군의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건강 카운슬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은 학생들의 위급 정도에 따라 
상담 순서를 정합니다.  건강 보험이 없거나, 가족 또는 교통편 문제로 다른 곳에서는 상담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에게 
상담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이 서비스는 학생들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정서적 건강 지원에는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카운슬링에는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학교 카운슬러는 필요한 경우, 가족 상담 
추천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외래 환자로 분류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 교사나, 학업 카운슬러 또는 카운슬링 센터를 통해 상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정신 건강 카운슬러가 해당 학생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카운슬러는 HIPAA 법에 의거하여, 학생(13세 이상) 또는 부모/ 후견인(12세 이하)의 동의서 없이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자해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아동 학대/방치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직원, 부모 및 해당 관청이 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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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콰 학교 재단에서 제공한 보조금 덕택으로 학군의 모든 학교에서는 그리프 키트(grief kit)가 구비 되어 있습니다. 
그리프 키트는 가족이나 친구 등의 학생과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학생들과 대화 또는 안심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대화 가이드, 건강하게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 정상적인 슬픔 치유 단계 및 자기 돌봄에 필요한 물건들이 들어 
있는 상자입니다.  이 상자에는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카드, 위로의 편지, 저널, 간식, 마음을 진정시키는 음악을 듣는데 필요한 
스피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원이 있으면, 학생들이 필요로 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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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언어 프로그램 
이사콰 학군은 클락 초등학교와 이사콰 밸리 초등학교에서 이중언어 프로그램/ 스페인어 이멀젼 프로그램(Spanish 
Immersion Program)을 제공합니다.  해마다 기존 유치원생이 진급함에 따라 새로운 유치원생을 모집합니다. 

이중언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컨텐츠 (content-based)를 바탕으로 2개의 언어로 
가르칩니다. 이 프로그램에 여러 해 동안 참여한 학생들은 2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읽기/이해력이 향상되며, 모든 과목에서 높은 학업성취를 보일 뿐만 아니라 
다문화 이해력이 향상됩니다. 여기서 영어 원어민 학생들과 스페인어 원어민 학생들의 
수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후원과 
2018년의 학교 세 징수 승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유치원 입학 등록신청을 할 때 
유치원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이중언어 프로그램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궁금증이 있으시면 이메일(DualLanguage@issaquah.wednet.edu) 또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www.issaquah.wednet.edu/academics/programs/DLIP.

학교에서는 혼자 독립적으로 배울 수 있는 유치원생을 
만들고자 합니다.   집에서 자녀의 독립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혼자 책가방을 싸고 풀 수 있다.
-혼자 자켓, 신발 등을 입고/벗기/ 신기
-옷의 단추를 채우거나 지퍼 이용하기.

-집에서 아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집안일들을 정해준다: 
휴지통 버리기, 침대 정리하기, 더러운 옷을 빨래 

바구니에 넣기, 바닥 청소, 식탁 차리기 등등. 
-혼자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연필 깎기, 잃어버린 

장난감 찾아 보기, 먹다가 흘린 음식이나
 음료 닦기, 등등)

-아이가 잘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해볼 수 있도록 
격려하기

아폴로 유치원 선생님 일동 

독립성 키우기 
2020년 3월 4일, 수요일, 오후 6:30-8:00 

장소 – 이사콰 학군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유치원 신입생 가정의 학부모/후견인을 초청합니다. 

행사 내용:

-유치원 준비
-수업 일과표

-교실에 관한 정보
-통학버스
-예방 접종

-방과 전후 돌봄 프로그램

이 행사는 미국 공립학교에 관한 경험이 없으신 
가정을 위한 행사입니다. 중국어, 스페인어, 한국어 

통역사가 있습니다. 그 외의 언어로 통역이 필요하신 
경우, 2월 25일, 화요일까지 로나 길모어에게 이메일

(gilmourl@issaquah.wednet.edu)을 하세요. 

이사콰 학군 유치원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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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랑 함께 책 읽기
매달 화요일: 1월 14일, 2월 14일, 3월 10일, 오후 6:00 -7:00.
렌튼 도서관: 100 Mill Avenue South 

편안한 환경에서 자격증이 있는 테라피 개에게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면서 자신감을 키우고 읽기 능력도 키워주세요. 
로버랑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은 시애틀 전역의 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문해력 프로그램입니다. 
성인을 동반한 4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성인을 동반해야 합니다.

로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주위 환경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아이가 단어를 
잘못 발음하거나, 읽는 속도가 느리거나 또는 문장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창피를 당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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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학교에서 학문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성장합니다.   그들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회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사콰 학군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때까지 사회적 감정적 교육(Social Emotional Learning (SEL))
을 위해 세컨드 스텝(Second Step)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생님들과 학생들간의 공용 언어를 확립하여 자신들의 
감정을 소통하고, 또한 학생들이 타인을 보살피는 마음, 자신감, 능동적인 수업 태도, 문제해결 능력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SEL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동급생에 비해 학점이 11퍼센트가 높습니다
•SEL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시험(Payton et al., 2008)에 더 높은 성적을 냅니다.
• SEL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폭력, 약물과 음주와 같은 학습에 방해가 되는 행동에 연루되는 확률이 적습니다
• SEL을 제공하는 학교에서는 정학, 퇴학이 적고 출석률도 더 좋습니다

세컨드 스텝(Second Step) 이란 무엇인가? 
세컨드 스텝은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세컨드 스텝은 교실에서 배우는 
교과과정 그 이상의 것입니다. 세컨트 스텝의 홀리스틱 접근방법은 아이들이 사회적-감정적으로 안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전문가,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어린이 지도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며, 그로 인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학습내용:
 자기관리  스스로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방법. 첫째, 학생들은 멈추거나 휴식하라고 요청받습니다(선생님은 수신호를 이용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그리고 호흡하면서(1,2,3,4,5) 숫자를 세며 자신을 진정시키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나는 할 수 있어!).

관계에 관한 기술  학생들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질문을 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관계의 모델에 대해 배웁니다: 무슨 일이 잘됐는지? 
학교 일과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은 무엇이었나? 특별히 잘 한점을 칭찬한다: 너가 OOO해서 좋았어 또는 너가 OOO을 해줘서 
감사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항상 부모의 행동을 지켜본다는 것을 유념하세요. 아이들은 부모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관계유지를 실천해 보이고, 언제든지 사과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눈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점은 존중해주고,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올바른 결정하기  아이들은 문제해결 방법의 절차를 배웁니다. Say the problem(비난하지 않고 문제점을 말하기)
Think of the solutions(안전하고 적절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기) Explore consequences(초래될 결과에 대해 살피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Pick the best solution(최선의 방법 고르기, 계획을 세우기)
 

자기 인식  자녀가 분노, 흥분, 좌절, 슬픔 등으로 감정 조절이 안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자녀에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인식하고,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라고 하세요. 사람은 하루에도 400-600개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런 많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며,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안전한 가정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언어 표현법을 알려주시고, 몸소 실천해 주세요.

사회적 인식   아이들이 타인의 감정을 알아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도록 지도합니다. 선생님들은 세컨드 스텝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교실에 이 프로그램에 관한 포스터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www.secondstep.org/)를 참고하세요.  

“마음을 교육시키지 않고 정신을 교육시키는 
것은 참 교육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신과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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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콰 학군처럼 워싱턴 주에 있는 여러 학군에서는 6, 8, 10,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 조사 내용에는 불안, 자살, 사이버 폭력, 그리고 광범위하고 다양한 건강에 관한 토픽을 포함합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대중에 공개되며, 학교, 커뮤니티, 주정부 기관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위험요소를 줄이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계획합니다. 아래의 도표는 2018년 건강한 청소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액션 포럼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이사콰 학군의 모든 중학교들과 고등학교들의 관련 설문 결과 데이터를 보시길 원하시면,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www.influencethechoice.org/healthy-youth-survey-data.html

약물 사용: 지난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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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리화나

전자 담배/ 베이프 펜

“지난 30일 동안, [아래의 약물]을 몇 번이나 사용했나요?” 하루 이상이라고 대답한 

학생의 비율: 

• Alcohol use has decreased slightly across all grades since 2016 and is less than WA state in 6th, 8th, and 10th grade
• Marijuana use is down among ISD 12th graders since 2016 (-7%)
• Marijuana use is lower in ISD than WA state across grades; most notably 12th graders (-10%)

• E-cig/vape pen use in ISD is rising overall, with 10th and 12th graders seeing the highest increase since 2016 (+9%)
• 12th grade alcohol use is higher in ISD than WA state (+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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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청소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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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건강: 자살

• 심각하게 자살 시도
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 자살 시도 방법에 
대해 계획을 한 적
이 있나요?

• 실제로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나
요?

“지난 12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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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기 

계획하기  

시도하기

Compared to WA state…
• ISD students reported lower rates of considering, planning, and attempting suicide (during the

past 12 months) across all grades
!

정신 건강: 불안 장애
“지난 2주 동안 얼마나 자
주 긴장감, 불안감, 또는 초
조함으로 힘들다고 느꼈습
니까?”

“언제든지” 라고 대답한 
학생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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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to WA state…
• ISD 8th graders report lower rates of this definition of anxiety: Female -4%, Male -6%
• ISD 10th and 12th graders report higher rates of this form of anxiety:

• 10th: Female +1%, Male +8%
• 12th: Female +3%, Male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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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삶의 기술이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규범/테두리를 명확하게 하고, 필요할 때  “싫어” 를 말할 수 있도록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에게 “그냥 싫다고 말해” 라고 
강조합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6년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회복 탄력성의 7C 모델에 관해 최초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C는 부모, 학교, 커뮤니티, 청소년 프로그램과 청소년 
전문가들이 청소년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모든 C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마치 함께 회복 탄력성-
형성의 망이라도 형성하는 듯합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C에 관한 질문을 해보세요. 

유능함
-아이의 장점에 중점을 두고 장점을 살려주는데 도움을 주는가?
-아이가 잘 하는 것들을 먼저 보는가 또는 실수한 것에 중점을 두는가?
-실수를 지적할 때, 포인트에 맞춰 명료하게 지적하는가 또는 항상 실수만 하는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는가?
-아이가 스스로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한 명 이상의 아이가 있다면,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유능함을 인식하는가?

자신감
-내가 먼저 아이의 최선의 모습을 봄으로써 아이도 자신의 최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가?
-아이가 무엇을 잘 했는지 또는 어떤 옳은 행동을 했는지를 인식하도록 도와주는가?
-아이를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아이로 취급하는가 또는 세상을 알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아이로 여기는가? 
-특정한 성과에 대한 정직한 칭찬을 하는가 또는 진정성없이 그저 잘했다고 칭찬하는가?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일을 해보라고 부추겨서, 결국은 실패하고 자신감을 잃게 하지는 않는가? 

커넥션
-가정에서 아이가 육체적인 안전함을 느끼고, 감성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가? 
-내가 아이를 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이도 알고 있는가?
-자신만의 독립성을 찾기 위해 아이가 하는 여러가지 일들을 성장기에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가 또는 이런 
일들을 감정적으로 받아드려 아이와의 관계를 손상시키는가?
-아이가 모든 종류의 감정을 가지고, 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가 또는 좋지 않은 감정은 억압하는가?
-아이가 힘든 시기에 감정적 지원/ 도움을 받기 위해 타인을 찾아가는 것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여기는가 또는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여기는가? 
-거의 모든 방에 TV, 엔터테인먼트 센터가 있는가 또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눌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자신이 속해 있는 다양한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그룹에 자부심을 가지도록 격려하는가?
-친구나 이웃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보호해주기를 바라는 만큼, 나도 내 친구의 아이나 이웃 사람의 아이를 보호하는가?

성격
-아이의 일정 행동이 어떻게 타인에게 좋은/ 안좋은 방법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설명해주는가?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알도록 허용하는가?
-타인을 배려하고 보살피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는가?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해 보이는가? 
-인종주의자적, 인종적 또는 증오 발언이나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언사를 조심하는가? 

봉사/공헌
-타인에게 봉사하는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는가?
-시간 및 금전적으로 관용을 베푸는 것을 실천해 보이는가?
-아이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아이에게 말해주는가?
-아이가 특정한 방법으로 일/봉사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가?
-아이 주변에서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성인 롤 모델이 되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가? 아이가 이 성인 롤 모델을 통해 배우면서 잘 
성장하도록 격려하는가? 

싫다고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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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 능력
-아이에게 실제 위급 상황과 응급하다고 느끼는 점의 차이에 대해 잘 설명해주는가?
-평상시에 긍정적으로 문제를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아이가 긍정적, 효과적인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가?
-아이가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 단순히 “하지마” 라고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여러 청소년들의 위험한 행동이 자신들의 스트레스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시도해 보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가? 
-아이가 올바르지 못한 일에 참여한다면, 그것에 대해 혼을 내는가?  이렇게 혼내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수치감만 일으켜서, 
자녀가 더 부정적인 일을 하도록 떠밀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가? 
-아이에게 운동, 영양분 섭취와 숙면을 통한 자신의 몸 관리의 중요성을 실천해 보이는가?
-가정에서 말하고, 듣고,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가?

자제력
-아이에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은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행동과 선택의 결과로 초래된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려주는가?
-또 한편으로는, 자녀의 삶에서의 부모의 별거 또는 이혼과 같은 모든 나쁜 환경/요소가 아이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는가?
-아이가 자신에 미래에 대해 점차적/단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주변 상황 전체를 조절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긍정적이고 보호적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나쁜 환경/
요소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말해주는가?
-훈육은 벌을 주거나 자기 마음대로 아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훈육을 아이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용하는가? 
-자녀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했을 경우, 더 많은 특권을 부여하고 보상을 하는가? 

저자: Kenneth Ginsburg, M.D., M.S. Ed: Fosteringresilinece.com.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가정 환경 
아래의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어떻게 하면 각 카테고리별로 청소년 보호 환경이 갖춰진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www.preventionlane.org)를 방문하세요:

인터넷 사용 
[     ] 자녀가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를 자주 확인하세요(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스냅챗 등) 
[     ] 자녀의 핸드폰 문자, 사진, 어플리케이션 등의 사용을 
모니터링 하세요. 
[     ] 아이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소셜 미디어, 앱들의 
패스워드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래야 제대로 이용내역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     ]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가능하면 열린 공간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면 모니터링이 훨씬 용이합니다.
[     ] 아이 침실에 핸드폰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세요. 소셜미디어와 
이메일 확인, 또는 비디오를 보고 싶은 욕구 때문에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청소년 파티 
[     ] 술, 담배나 다른 약물 사용을 금하는 명백한 규칙을 미리 정해 
두세요. 
[     ] 집에서 모니터링 하기 쉬운 
장소에서 파티를 하게 하고, 파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정해진 
시간마다 확인하세요. 
[     ] 청소년 자녀가 파티에 참석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화를 하거나 직접 파티 
장소에 들러 파티 주최자의 부모를 
만나서 확인하세요.

 술
[     ] 냉장고에 있는 알코올성 음료의 수를 확인하세요. 
[     ] 다른 술들은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장에 보관하거나, 병에 
잠금 장치를 하세요. 
[     ] 친구들과 친척들에게도 똑같이 하기를 권하세요.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약물과 조제 약물 
[     ] 꼭 필요한 약(가급적 제한된 수량)만 구입하고, 사용한 양을 
체크하세요. 
[     ] 약물 보관 서랍장을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은 집 근처의 드롭 박스에 가져가세요. 
[     ] 가능하면 약물을 잠금 보관하세요.
[     ] 친구들과 친척들에게도 똑같이 하기를 권하세요.

총기류
[     ] 모든 총기류는 총알을 장전하지 않은 채 금고에 보관하거나, 
방아쇠 잠금 상태로 탄약과 분리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세요. 
[     ] 총기류 금고의 열쇠나 비밀번호를 당신이 직접 보관하세요. 
[     ] 친구들과 친척들에게도 똑같이 하기를 권하세요.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세정제, 독극물 그리고 뾰족한 물체
[     ] 세정제, 솔벤트, 에어로졸이 보관되어 있는 집안의 부엌 
수납장, 차고, 사무실 등을 자주 모니터링하시고, 수량을 
체크하세요. 
[     ] 면도칼, 커터칼, 주머니칼, 주사기 등의 “ 날카로운” 물건을 잘 
보관/추적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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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나 해리스
스카이라인 고등학교 학생

어린이 집과 유치원의 교육은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시켜 주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해요. 매번 있는 숙제, 프로젝트, 시험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하는 경쟁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죠. 
함께 자란 친구들이 완전 남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고요.  또 성적 관리, 과외 활동, 일, 취미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죠 고등학교동안 우리의 지지기반이 항상 일정하지도 
않았어요. 스케줄도 바뀌고, 친구의 졸업 그리고 사람들이 변하죠.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이런 환경에서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 가족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의 유익을 염두에 두셨고, 제가 힘든 시기에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저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설득한 것이 제가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들이 저희들의 생활에 대해 이해하시는 것을 돕고자, 
고등학생의 입장으로 부모님들에게 저희 학생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싶어요. 

저의 일과는 교실에 들어가면서 시작되고, 
숙제와 일에 관한 대화를 나눕니다. 숙제가 
있었어? 마감일이 언제야? 지난번 시험은 잘 
봤어? 누가 98점 받았다며? 남과 비교하고, 
서로의 성적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열등하다고 또는 더 잘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으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받으면, 우리의 스트레스 지수는 
더욱 높아만 가죠. 저희는 부모님들이 우리가 
학교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기를 바래요. 
또한 우리가 가진 학습적인 강점과 단점을 좀더 
이해해주시길 바래요. 

학업을 제외하면, 학교의 다른 친구 그룹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죠. 결국은 이런 친구 그룹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친구도 있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부모님이나 다른 
성인들은 다른 아이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강요한다면, 그냥” 싫어” 라고 말하라고 가르치시죠. 하지만 우리에게 
강요/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다른 학생이 아니라 –저희 자신이기도 해요.  나쁜 일에 참여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학생들도 평소에는 아주 정상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쁜 일들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 자신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결정에 자신감을 갖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부모와의 대화/
대응, 그리고 소통 방법이 효과적이라면, 우리는 훨씬 빨리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이 내린 결정에 확신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저희를 믿어주고, 항상 저희 옆에 있어줄 거라는 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에서 치러야하는 많은 시험을 거치면서 당연히 여러 번 실패도 할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다가가 도움을 청하기 
전까지는 아마도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할겁니다. “내가 자랄 때는” 또는”이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야, 성적에 신경을 
써야지”와 같은 말은 부모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은 이해와 따뜻한 격려의 말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믿음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가 다른 상황/문제에 생길 때 부모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항상 자녀의 유익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제가 언급한 예제는 저희 
부모님의 경우가 아니고, 또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서 나쁜 부모라고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저희 부모님처럼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자라신 부모님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 청소년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간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노력과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끊임없는 경쟁   고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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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모든 초등학교 
1월 1일: 겨울 방학, 휴교
1월 18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 휴교
1월 25일: 교사 직무일, 휴교
2월 15일: 대통령의 날, 휴교 
2월 16-19일: 두번째 겨울 방학

Apollo 
1월 8일: 버라이어티 쇼 오디션
1월 17일: 팝콘 금요일
1월 23일: 버라이어티 쇼 리허설
1월 24일: Apollo’s Got Talent 버라이어티 쇼
2월 3-7일: 방학동안 점심 지원용 식료품 모금
(Lunch for Break Food Drive)
2월 5일: 헨리씨와 함께하는Healthy Hearts 
2월 14일: 팝콘 금요일
2월 17-21일: 두번째 겨울 방학
2월 28일: 5학년 캠프 기부금 조성 행사
3월 13일: 다문화의 밤(Multi-Cultural Night)
3월 13일: 팝콘 금요일

Briarwood
1월 10, 24일: 팝콘 금요일
1월 14일: 교직원 감사 점심 제공
1월 17일: 버라이어티 쇼 오디션 
1월 22일: 버라이어티 쇼 리허설 
1월 24일: 버라이어티 쇼 리허설 
1월 29일: 버라이어티 쇼 드레스 리허설 
1월 31일: 버라이어티 쇼
2월 7, 28일: 팝콘 금요일
2월 28일: 패밀리 댄스의 밤
3월 6, 20일: 팝콘 금요일
3월 9 -12일: 미줄라(Missoula) 어린이 극장 오디
션과 리허설
3월 13일: 미줄라 어린이 극장 공연
3월 24일: 교직원 감사 점심 제공

Cascade Ridge 
1월 6일, 오전 8:30: 새로운 가정을 위한 아침식사
1월 9일: PTSA 사교, Hops & Drops
1월 10일: 팝콘 금요일
1월 10일, 오전 9:15: 교장선생님(Tia)과의 대화시간
1월 13일: Eager Reader(독서프로그램) 시작 
1월 14일: 지오그래피 비(Geography Bee) 
1월 14일: 교직원 감사 점심 제공 
1월 15-16일: 탤런트 쇼 리허설 
1월 16일: 학급 사진 촬영 
1월 21일: 탤런트 쇼 
1월 30일: S.T.E.A.M. 의 날(엔지니어링, 아트 워크) 
2월3, 4, 6일: 스펠링 비 
2월 4일: 교직원 감사 점심 제공 
2월 7일: 팝콘 금요일 
2월 9일: Eager Reader(독서 프로그램) 종료 
3월 6일: 팝콘 금요일 
3월 2일: 사이트 카운슬 모임(Site Council), 
오후 4시 
3월 11일, 오후 5:30: 합창 페스티벌 
3월 12일: 교직원 감사 점심 제공 
3월 19일 오후6:00: 과학 박람회
3월 24일, 오후 6:30: 4학년 음악 콘서트

Challenger 
1월 9,10,16,17일: 스펠링 비 예선전
1월 24일: 다문화 행사(Festival of Cultures)
1월 8일, 오후6시: 스펠링 비 
2월 8일: 스펠링 비
3월 4일: 독서 프로그램(Eager Reader) 시작일
3월 8, 15, 22, 29일: 독서 프로그램(

Eager Reader), 추첨
3월 31일: 독서 프로그램(Eager Reader) 마지막 날

Clark 
1월 10일: 팝콘 금요일
1월 13일: 교직원 감사 점심 제공 
1월 17일, 오전: 교장 선생님과 커피 타임 
1월 17일: 아이들과 함께 하는 쉬는 시간
(Recess with Kids)
1월 28일- 2월 7일: 음식 모금운동
(Lunch for the Break)
2월 7일: 팝콘 금요일
2월 28일: 아이들과 함께 하는 쉬는 시간
(Recess with Kids)
3월 6일: 팝콘 금요일
3월 9일: 교직원 감사 점심
3월 16일, 오전: 교장 선생님과 커피 타임
3월 20일: 아이들과 함께 하는 쉬는 시간(Recess 
with Kids)

Cougar Ridge
1월 24일, 오후 6:00: 가족 영화의 밤 
2월 6일, 오후 5:30: 다문화 행사(Cultural Night) 
3월 26일, 오후5:30: 패밀리STEM 의 밤

Creekside 
1월 8일: 학생 위원회
1월 8, 22일: 체스 클럽
1월29-30일, 오후 5:00: 스펠링 비
2월 5일: 학생 위원회
2월 5일: 체스 클럽
2월 7일, 오후6:00: 음력 설 축제
2월 12일, 오후6:30: 아트 페어, 리플렉션
3월 4일: 학생 위원회
3월 13일: 쿠거 리지 경매행사

Discovery
1월 3일- 2월 7일: 독서 프로그램(Eager Reader)
2월 3일: 스펠링 비, 1,2,3학년
2월 4일: 스펠링 비, 4,5학년

Endeavor 
Jan. 10: Popcorn Friday
1월 10일: 팝콘 금요일
1월 10일: 독서 프로그램(Eager Reader) 시작 
1월 13일: Kind Kids 미팅
2월 7일: 팝콘 금요일
2월 12일: 다문화 행사(Culture Night)
3월 6일: 팝콘 금요일
3월6, 20일: 과학 박람회
3월 26일: 빙고의 밤
3월 11일: Kind Kids 미팅

Grand Ridge
1월 10일: 팝콘 금요일
1월 13일: 스펠링 비, 1학년
1월 14일: 스펠링 비, 3학년
1월 14일: 지역 리플렉션 리셉션
1월 14일: 스펠링 비, 4학년
1월 15일: 교장 선생님과 커피 타임
1월 15일: 방과후 영화감상
1월 15일: 스펠링 비, 5학년
1월 16, 23, 30일: 다문화 클럽
1월 16일: PTSA 미팅
1월 20일: 탤런트 쇼
1월 29일: 방과후 영화 감상
1월 31일: 아빠와 함께하는 쉬는 시간
(Grizzly Guys Recess)
2월 5일: 유치원 설명회 

2월 6, 13, 27일: 문화 클럽
2월 6일: 5학년 콘서트
2월 7일: 팝콘 금요일
2월 12일: 방과후 영화감상
2월 27일: 책 스왑
2월 28일: 아빠와 함께하는 쉬는 시간
3월 5, 12, 19일: 문화 클럽
3월 6일: 팝콘 금요일
3월 11일: 방과후 영화감상
3월 12일: 2학년 콘서트
3월 18일: 과학 박람회
3월 25일: 방과후 영화감상
3월 26일: 4학년 콘서트
3월 27일: 아빠와 함께하는 쉬는 시간

Issaquah Valley 
1월 21일: PTA 미팅
1월 24일: 스펠링 비, 2, 3학년
1월 29일, 오후5시: 스펠링 비, 4, 5학년 
1월 29일, 오후 7:15: 스펠링 비 챔피언십
2월 4일: 수학 탐구(Math Adventure) 학부모 정보 
2월 7일: 빙고의 밤
3월 5일: 버라이어티 쇼
3월 14일: 기부금 조성 행사/Parent Night Out
3월 23일: 수학 탐구(Math Adventure) 자원봉
사 교육 
3월 27일: 수학 탐구(Math Adventure) 자원봉
사 교육 

Maple Hills 
1월 9일: 독서 프로그램(Eagle Reader Clubhouse)
1월 10일: 팝콘 금요일
1월 22일, 오후1:30: 버라이어티 쇼 오디션
1월 24일: 팝콘 금요일
1월 29일: 버라이어티 쇼 리허설
2월 4일: 유치원 신입생 가정 오리엔테이션
2월 6일: 독서 프로그램(Eagle Reader Clubhouse)
2월 27일: 5학년 중학교 진급 포럼
2월 27일: 사진 촬영의 날
2월 28일: 팝콘 금요일
3월 4, 5일: 과학 박람회
3월 6일: 패밀리 엔지니어링의 밤
3월 12일: 독서 프로그램(Eagle Reader)클럽하우스 
3월 12일: 5학년 Maywood의 날 
3월 13일: 클럽/교지 사진촬영 일
3월 20일: 80년대 프롬의 밤 기부금 조성 행사
3월 24일:  책 저자와의 만남
3월 27일: 팝콘 금요일

Newcastle
1월 31일: Dr. Wood와 커피 타임
2월 10일: 학부모 교육(ParentWiser) 이벤트 
2월 12-14일: 5학년 캠프
3월 25일: 학부모 교육(ParentWiser) 이벤트
3월 27일: Dr. Wood와 커피 타임

Sunny Hills
1월 24일, 오후6:00: 합창 콘서트
1월 30일, 오후 6:00: 5학년 뮤지컬
2월 6일: 빙고와 브라우니

Sunset
1월 10일: 가족과 함께하는 쉬는 시간
(Families at Recess)
1월 30일: 다문화 행사(Multicultural Fair)
1월 31일: 독서 프로그램(Eager Reader)마감일 
2월 7일: 가족과 함께하는 쉬는 시간
(Families at Recess)

학
사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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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와 고등학교
Beaver Lake Middle School  
1월 30일: Eastshore 재즈 밴드 

Issaquah Middle School
1월 13-17: We Rise Above 의 주
1월 13, 14, 15일: 방과후 연극 오디션
1월 16일: 절제와 좋은 품행(Temperance and 
Good Citizenship)의 날
1월 16일: 방과후 연극 댄스 오디션
1월 21일: 방과후 연극 리허설
1월 21일- 2월 3일: 캔 음식 모금
1월 24일: 오후 조회
1월 31일: 스피릿의 날(Spirit Day)
1월 31일: 점심시간MVP 축하
2월 7일: 커리어(Career) 의 날
2월 28일: 스피릿의 날
2월 28일: 점심시간 MVP 축하
3월 2-6: We are Silent의 주 
3월 7일, 6:30: 음악 오픈 하우스
3월 12일, 오후6:30: 합창 콘서트
3월 17일, 오후 6:30: 오케스트라 콘서트
3월 19일, 오후 6:30: 밴드 콘서트
3월 27일: 스피릿의 날
3월 27일: 점심시간 MVP 축하

Maywood Middle School
1월 25일: 솔로& 앙상블
2월 6일: 겨울 콘서트
2월 23일: Wintergrass공연 
3월 19일: 교직원 감사 점심

3월 11일: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3월 19일: 오케스트라 II 페스티벌

Pacific Cascade Middle School 
1월 14일: 8학년 사진촬영
1월 29일: 재즈 밴드: 
Eastshore 리그 재즈 페스티벌
3월 7일: 솔로 & 앙상블 페스티벌
3월 13일: Western Washington State 오케스트
라 페스티벌
3월 19일: 오케스트라 2학기 콘서트
3월 26일: 봄 콘서트
3월 31일: 고급반 밴드: 
Eastshore리그 밴드 페스티벌 

Pine Lake Middle School 
1월 16일: 교직원 감사
2월 11일: Choir Plateau 페스티벌
2월 13일: 교직원 감사
3월 2일: 오케스트라 쿠기 콘서트, 6,7,8학년 
3월 7일: 솔로 & 앙상블 페스티벌 
3월 11일, 오전 10:30: PTA미팅
3월 12일: 교직원 감사Staff Appreciation
3월 16일: 5학년 방문 조회

Skyline High School
1월 29일: 대학진로 탐색
(Finding the right College Fit)
2월 3, 5, 10, 12, 24, 26일: SAT 준비 코스
2월 25일: ACT 준비 코스
3월 3, 5, 10, 12일, 오후 4:30: ACT 준비 코스

3월 3일, 오후 7:00 : 스트레스 관리 & 성과
3월 21, 28일: SAT 모의 고사
3월 31일Mar. 31: 장학금 대상자 발표 

Issaquah High School
1월 8일: 교직원 조찬
1월 8일, 오전 9:30: 패밀리 커넥션 미팅
1월 10일: Senior Ads 마감일
1월 14일: 새 가정 앰버서더 사교 모임
1월 22일: 학부모 교육(Parentwiser)행사 
1월 29일: 새 가정을 위한 교장선생님과 커피 타임
2월 3일: One Love 워크샵
2월 8일: 재즈 밴드 공연(Evergreen & Jazz Band, 
Swinging’s in Vienna)
2월 11일: 새 가정 앰버서더 사교 모임
2월26일:  교직원 조찬 
2월 27일: SAT, ACT 모의 시험
3월 17일: 새 가정 앰버서더 사교 모임
3월 25일: 교직원 조찬

Liberty High School
1월 15일: 교지 주문 마감일
1월 15일, 오후7:00:  2020년 학교 세 징수에 관한 
커뮤니티 정보의 날
1월 25일: 솔로 & 앙상블 페스티벌
2월 4일: 재즈의 밤(LHS, MMS)
2월 27일: 밴드 콘서트
3월 4일: Wind 앙상블
3월 12일: 심포니 밴드 페스티벌
(Symphonic Band to Eastshore Band Festival)

안전한 선택
우리 학군의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2월 한달 동안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전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조회를 가집니다. 오늘날의 청소년, 존중, 
동의를 주제한 토픽의 전문가이며,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마이크 
도미트리(Mike Domitrz)씨의 초청 강연이 있습니다. 마이크씨의 초청 
강연비는 이사콰 학교 재단에서 지원합니다. 

마이크씨는 각 학년마다 성폭행 관련 내용으로 강연을 하고, 타인과 
육체적인 접촉을 시도하기 전에 어떻게 동의를 얻는지에 대해 
강연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centerforrespect.
com)를 참고하세요.

마이크씨의 강연을 들은 학생들 중 90%이상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관계를 시도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물어본다. 
-성관계를 할 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술이나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이것을 막는다. 
-피해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피해자를 옹호/지지한다고 
알려준다. 

좋은 식습관이 행복의 
원동력이 될까요?  

마리솔 비셜

아마도 여러분은 “당신의 몸은 당신이 섭취한 음식의 결정체”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당신을 
만든다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통해 기쁨, 에너지, 활력을 
얻으면 좋지 않을까요?

향수를 느끼거나, 슬픔,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정상이지만, 이런 감정을 매일 느껴서는 안됩니다. 이런 감정들은 
흔히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은 두뇌활동과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이 긴장하면, 단 음식이 당기고 또는 빨리 흡수되는 음식을 
먹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종류의 음식을 장기간 
섭취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불만과 우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에게 우리 신경계에 좋은 음식을 추천합니다: 
녹색 야채, 초콜릿, 건과류, 칠면조 고기, 강황, 아보카도, 연어, 
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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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 넬슨, 메이우드 중학교 카운슬러

컬추럴 브리지Cultural Bridges (CB): 당신의 직책과 일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칼리 넬슨Carly Nelson (CN): 학교의 카운슬러로서 많은 역할을 하지만, 저의 전반적인 역할은 학생들에게 학교 프로그램이나 
개인적 계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에는 개별이나 그룹 카운슬링 제공, 적합한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성 평가, 단기 위기 중재역할 등이 있습니다. 개별 학생과 만나서 일대일 스케줄에 관한 상담을 할 때도 있고, 교실에서 
교과과정의 한 부분인 가이드 수업도 합니다.  저의 일과는 매일 바뀌기 때문에 흥미진진하죠.

CB: 왜 카운슬러가 되셨나요?

CN: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중의 하나는 관계 형성과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카운슬러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나 친구들은 지지/후원이 필요할 때 저를 찾아오죠. 저 또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함께 해결책을 
찾거나, 필요한 자원/단체를 찾아서 연결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학교 카운슬러라는 직업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매일 
제공합니다. 게다가 어린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어 좋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 그들의 사적인 문제에 관여하고, 즉각적 또는 미래에 필요한 도움을 주면서 서로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CB: 이사콰 학군의 학부모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CN: 현대 사회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보람된 
여정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매 순간을, 비록 그것이 아주 
힘들 시간일지라도 즐기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빨리 자라니까요! 

CB: 공유하고 싶은 경험담이 있으신가요?

CN: 저번 주에 졸업생 한 명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에 
“ 저는 아직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서클 방법(circle method)을 
씁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 최악의 순간에 도움을 주셨고,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선생님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런 순간에 제일 보람을 느낍니다.

CB: 학교 이외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CN: 저는 골프와 정원 관리를 즐기고, 9개월 된 블러드 하운드 
강아지, 레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래의 정보를 청소년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주세요:

       자살을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 
       전국 자살 방지 라이프라인으로 (800) 273-TALK(800-273-8255) 전화하세요.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과 익명으로  자신에 관해 비밀이 보장 되는 대화를 하고 
       싶다면, Teen Link로 전화 (206) 461-4922,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로 
       (866) TEENLINK(866-833-6546)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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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 식당, 서비스

최고급의

이사콰 하이랜드
I-90 18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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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징수세는 유일하게 지역민의 투표로 승인되는 법안이며, 이 세금은 주정부 지원금으
로 충당할 수 없었던 우리 학교의 교실과 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에 쓰입니다.

2020년 2월 11일, 
2020년에 만료 예정인 기존의 학교 징수세 덕분에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좋은 프로그램들과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들이 투표해주세요.

2월

2018년에 ISD 유권자들은 2년간의 교육과 운영(EP&O)학교 징수세를 통과시켰습니다. 징수된 학교 세

금으로 학군 최초의 이중언어 프로그램, 고등학교의 스케줄 확대와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

다! 학교 징수세는 직업과 기술 교육, 정신 건강 카운슬러, 교사의 전문성 개발, 안전, 보안 직원 등에 필

요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유권자들은 2020년 (EP&O) 학교 징수세의 승인을 통해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

을 계속 제공하여, 향후 2년동안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

• 직업, 기술 교육
• 정신 건강 카운슬러

• 특수 교육
• 교사 전문성 개발

• 유아 교육과 어린이 집 기회 제공

2020년 EP&O 갱신되는 학교 징수세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 안전과 보안

• 이중 언어 프로그램
• 영재 교육 프로그램
• 방과후 활동과 운동

• 이사콰, 스카이라인 고등학교의 7교시 확대

지역의 자금으로 지역의 학생을 지원

2020년 2월 학교 징수세 갱신/ 보충  =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역 후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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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콰 학군이 예측하는 총 지역 학교 세율

학군에서는 유권자들에게 2021년에 4,985만불, 2022년에는 5,400만불
의 펀딩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학군이 합법적으
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670만불이 적은 금액입니다.  이 펀딩 금액이
라면, 학군에서 추가 세율 인상없이 현재 세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승인된 채권 부채의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학군은 이를 보충할 
방법을 보수적으로 계획해오고 있었습니다. 첫해에는 주택 공시가격의 
$1,000당 총 지역 학교 세율이 $3.46에서 $3.30으로 내려가고, 이듬해에
는 $3,30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은 신규 세금이 아닙니다

새로 제안된 2년 만기
 학교 징수세는 

만료 예정인 2018년 
학교 징수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공시가격 1,000 달러당
현재 총세율 • 미래 총세율

웹사이트 www.issaquah.wednet.edu/district/levy-2020를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하여 ‘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징수된 세금은 어떻게 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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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런트와이저(ParentWiser)
페어런트와이저는 이사콰학군의 부모들을 위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 및 전국의 전문가를 초대하여 최신의 정보를 함께 나누는 
행사입니다. 학기 동안 강사 초청, 토론 및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토픽에 관해 학부모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런 
학부모 교육은 유치원-12학년 학생들을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행사는 PTA 또는 PTSA 회원에 한해 무료이며, 비회원이나 다른 학군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10 의 기부금을 받습니다. 일부 강연 내용은 
녹취되어 PTA 또는 PTSA 회원에 한해서 온라인(http://ParentWiser.org/watch-online)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PTA 또는 PTSA 회원이 
되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도 즐기시고, 다른 혜택도 즐기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학교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일부 행사는 현장 라이브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특정 언어나 행사의 통역을 원하시면, 한달 전에 이메일 
(parentwiser@issaquahptsa.org)로 신청하세요. 2019-2020년 페어런트와이저 강사 시리즈를 확인해 보세요! 웹사이트(http://
ParentWiser.org/events)를 통해 신청하세요. 

2020년 문화적 이해/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오후7:00-8:30, 리버티 고등학교 
유치원-12학년 학부모 대상

자녀들이 뉴스를 통해 인종 또는 문화 차별적인 발언을 듣고 있나요? 부모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대화를 통해 아이들에게 문화적 
이해/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카프리스 홀린 박사는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강연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생각해오던 서로간의 다름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 및 자녀들과 용기 있는 대화에 참여하도록 도와주고, 
새로운 생활방식에 대해 알게 합니다.

참여자들은 공평(equity)와 평등(equality), 특권, 함축된 편견/선입견과의 차이에 대해 배우고, 자녀와 효과적으로 대화하고, 함께 
제도적인 인종차별을 없애는 방법을 배웁니다.  홀린스 박사는 문화적 유능함을 높히는데 필요한 기반틀을 제공하여, 모든 사람들이 
포용력을 가지고 서로 다름의 차이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유익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프렌즈 오브 유스(Friends of Youth)
이 지역 단체는 이사콰, 노스밴드, 듀발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상담을 제공합니다. 청소년의 필요에 따라 개별 
테라피를 제공하거나, 가족 테라피를 함께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 단체의 카운슬러는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점을 알아내고, 거기에 
맞는 테라피를 적용하는 것이 카운슬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경험이 많고, 석사 학위를 받은 카운슬러는 청소년과 그의 부모/보호자와 일대일 또는 가족 세션으로 만납니다.  카운슬러는 다양한 
이슈에 관해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행동적 문제, 학교 적응 문제, 우울증, 불안, 성폭력 피해자/ 또는 신체적 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후유증, 분노와 분쟁 조절, 이혼과 재혼으로 인한 가정적 문제, 가까운 사람의 질병/ 죽음 등에 관해 상담합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가진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 방법,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에 슬퍼하고 기억하는 
방법 등의 다양한 학부모 교육을 제공합니다.

프렌즈 오브 유스는 가정의 수입과 가족 수에 따라 상담 비용을 책정하며 메디케이드(Medicaid)와 개인 보험도 받습니다. 상담 대상은 
지역 청소년(유아/소아에서 25세 이하의 청년)과 그의 가족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이사콰 시의 프론트 스트리트(Front Street)에 
있는 사무실에 연락하세요: (425) 392-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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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영화 상영과 
Q&A 토론회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오후7:00-8:30, 이사콰 고등학교
유치원-12학년 학부모 대상

(장소 미확정 – 불안/스트레스, 디지털/ 스크린 사용, 따돌림, 
폭력/ 또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

학부모 교육 행사
(Plugged-in Parents):  

디지털 시대에 건강하고, 안전하
며,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방법 

2020년 2월 10일, 월요일
오후7:00-8:30, 이사콰 고등학교 

유치원-8학년 학부모 대상

Common Sense Media의 지역 전문가인 조슬린 스킬만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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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5 재단
신제품이나 비즈니스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하신가요?  스타트업 425 
재단을 이용해 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해마다 봄과 가을에 
세션이 열리며, 혁신가,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기업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 계획부터 재정 및 마케팅 
계획까지의 창업 절차의 개요에 대해 설명합니다. 워크샵은 
직장인을 위해 평일 저녁시간에 진행되며 간단한 스낵도 
준비됩니다.

워크샵 전체 세션을 다 참가하지 못할 것 같나요? 걱정 
마세요.  자신의 관심분야나 필요한 세션만 선택해서 
참가하세요: 비즈니스 계획, 마케팅, 재정 분야, 네트워킹 & 
멘토링 세션이 있습니다.  워크샵 전 세션을 모두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분야와 시간대를 맞춰보고 스케줄을 
조정하세요. 

 스타트업 425 재단은 올 가을에 이스트사이드 지역의 5
곳에서 워크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사콰, 렌튼, 벨뷰, 
레드몬드와 커클랜드시에 열릴 다음 워크샵 세션, 장소, 
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보세요: 
https://www.startup425.org/programs/workshops/
foundations/.

신청하세요- 이사회와 위원
회를 위해 일하실 분들의 신
청서를 받습니다. 
자원봉사 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 이사회나 
시 위원회에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재미있고, 흥미로우며, 
영향력을 행사하여 우리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게 합니다. 시의 모든 이사회와 위원회에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시 이사회와 위원회는 광범위한 토픽을 다룹니다 – 아트, 
경제 개발, 환경 문제, 성장 및 국제 외교.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회와 위원회 직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 및 신청을 
원하시면 웹사이트(http://issaquahwa.gov/apply)를 
이용하세요 – 신청 마감 일자는 1월 중에 정해집니다. 
시장이 인터뷰 절차와 임명자 지명을 담당하고, 임명된 
사람은 이번 봄에 시의회에 의해 확정됩니다. 임기는 2020
년 5월에 시작됩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시의 민원실에 이메일 (clerks@
issaquahwa.gov), 또는 전화(425-837-3000) 하세요.

2020년 센서스 -인구 조사 

인구 조사 데이터는 입법자, 사업주, 교사 및 그 외의 많은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서 일상적인 서비스, 물품, 자원을 제공할 
때 중요하게 이용됩니다. 

해마다 6,750억 달러의 주 정부 자금이 인구 조사 데이터에 
근거하여 지역 및 주립 병원, 학교, 도로와 그 이외의 다른 
자원에 분배됩니다. 

인구 조사 데이터에 근거하여 지역 및 주 정부 자금을 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 연방 하원 의석수가 결정되고, 의회 선거구와 
주정부 입법 구역이 결정됩니다

3월 12-20일 – 95%의 가정에서 온라인 인구 조사를 위한 초대장을 우편으로 . 인구 조사는 온라인, 전화, 설문지를 통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 어떤 방법이든 안전하고, 간편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인구 조사는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영어 이외에12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전화로 통계조사에 응하시면, 59개 언어로 통역이 됩니다. 

인구 조사국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로 된 비디오 상영을 시작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된 설문지와 큰 활자판도 
준비했습니다. 모든 응답은 법적인 보호를 받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인구 조사국은 데이터를 변경/ 저장하기 위해 주정부 안전 표준에 
의거한 최고의 절차를 거친 강력한 사이버 안전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인구 조사국은 절대로 여러분의 사회 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 번호, 돈이나 기부금, 또는 
정당을 대신하여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유념하세요. 인구 조사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ensus2020.
gov 에서 알아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사콰 시의 민원실로 문의하세요. 담당자인 모니카 네그릴라에게 이메일 (monican@
issaquahwa.gov)또는 전화(425-837-3416)하세요. 



BELLEVUE      ISSAQUAH      KIRKLAND      NEWCASTLE      REDMOND      SAMMAMISH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병원으로  

이스트사이드 전역에 프라이머리 
케어와 얼전트 케어 지점이 있습니다.

overlakehospit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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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뷰
음력 설날 축제 

2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6시
벨뷰 스퀘어: 575 Bellevue Square

 
벨뷰 콜렉션, 시애틀 중국 문화와 아트 협회, 그리고 해외 커뮤니
티 협의회(Overseas Community Affairs Council)- (대만)이 주
관하며, 지역사회의 문화 유산을 함께 나누면서 2020년을 맞이
합니다. 

이 행사에는 무술, 댄스, 시각 예술과 음식 시식을 포함한 수많은 
전통 및 컨템포러리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 페스티벌은 남
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다양한 무료 행사도 제공합니다.  

이사콰
쿠르드 요리 강연
3월 4일, 목요일, 오후 4시

이사콰 도서관

워크샵에 오셔서 쿠르드 문화, 역사 음식에 대해 알아보세요. 
요거트, 전통 쿠르드 음식을 선보이며, 카티클리 돌마(Katikli 
Dolma), 불거(Bulgur)와 소고기 요리 등을 배워보세요. 12세 
이상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벤트 2주 전에 온라인 등록을 하거나, 
도서관에 전화(425-392-5430)하여 등록하세요. 셰프, Pinar 
Ozhal가 진행합니다. 

렌튼
중국 음력 설날 축제 시연 

1월 23일, 목요일[4:30-5:30 p.m.]
렌튼 도서관: 100 Mill Avenue South

다양한 크래프트와 엑티비티와 함께 2020년 쥐띠 해를 맞이하세
요. 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Friends 
of Renton Libraries가 후원합니다.

아프리카 음악 & 댄스 쇼케이스 
2020년2월 29일, 토요일 오후 1:00 – 1:45

렌튼 도서관: 100 Mill Avenue South

재능 있는 음악가들, 댄서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이
들은 컨템포러리와 전통적인 서아프리카의 춤을 넘나들며, 드럼 
연주, 노래를 선보입니다. 관중이 참여 할 기회도 있습니다. 

온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남
녀노소 모두 환영합니다.

이 행사는 강산고 댄스 컴퍼니
(Gansango Dance Company)
에서 제공합니다.

뉴캐슬
이지스 가든(Aegis Gardens)

과 함께 음력 설 축제 
Saturday, February 1 [1:00 p.m.]

415 118th Avenue SE

음식, 장식품, 엑티비티, 가족 이벤트와 음악을 통해 중국 문화와 
전통을 즐겨보세요.

사마미시 
사마미시 음력 설날 

2020년1월 25일, 토요일, 오후 1:00 -4:00
센트럴 워싱턴 유니버시티(Central Washington University) 

- 사마미시

쥐띠 해를 맞이하여 사마미시시는 우리 커뮤니티의 문화적 
다양성을 알리고자 음력 설날 축제를 개최합니다. 아시아인의 
문화를 바탕으로 전통 기념식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합니다. 이 행사는 화려한 사자 춤, 무술 시범, 음악, 
댄스, 시각 예술을 선보이고,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부스도 
제공됩니다. 무료 행사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홀리(Holi)
3월 23일, 목요일 [오전11:00]

레이크 사마미시 주립 공원
 

홀리 행사에 오셔서 축제를 즐기세요 미소, 오색찬란한 얼굴들, 
맛있는 음식, 춤과 음악. 입장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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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가족의 문화는 
정신질환에 관해 말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정신 질환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지는 않습니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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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마약류인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2명의 
사마미시 학생들을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은 
호수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작은 파장은 
밖으로 퍼져갑니다; 이런 파장 효과는 커뮤니티의 지도자들을 움직여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사전예방에 더욱 더 
매진하도록 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한 해는 우리 커뮤니티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겠다는 공통의 목표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파장이 하나의 돌멩이 크기 보다 훨씬 더 큰 파장으로 번져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도 이런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과 
마음을 열고 소통해야 합니다. 이 참사는 작년 가을에 일어났는데, 당신은 
이미 당신의 자녀들과 오피오이드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이런 
일은 어떤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킹 카운티에서는 펜타닐과 관련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가정들은 여러 지역 단체의 후원을 받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해야만 이 문제를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작년에 아이를 잃은 가정 중의 하나인 베어러(Beirer)씨 가족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아이의 죽음이 다른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고, 우리 학교와 가정에 있는 위기/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것을 격려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가족들이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커뮤니티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 남들의 비판에 
신경을 쓰지 말고,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서로 도우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필요한 도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미국에서 청소년들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신 질환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수의 우리 학생들이 불안증 
또는 다른 정신 질환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오피오이드를 복용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도록 
몰아갑니다. 학생들은 그저 탈출구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부모가 수치심이나 타인의 비판에 얽매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각 가정의 문화에 따라 정신질환에 대해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정신 
질환을 약점이나 숨기고 싶은 질환으로 여깁니다.  이런 시선은 우리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대화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아예 
차단하거나, 또는 아주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문화는 정신질환에 관해 말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정신 
질환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지는 않습니까? 스티그마(낙인 찍기)는 그저 침묵을 
부릅니다. 이런 침묵은 우리 커뮤니티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파급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스티그마는 자기 가정만 이런 정신질환이라는 비극을 겪는다고 느끼면서 
스스로 고립시키게 됩니다.  이런 자신의 문제를 공개하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자신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이야기들을 공유하면서, 
우리 모두 이런 불행한 일을 예방하고, 스티그마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는 우리가 어떤 도움을 찾는 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멕시칸 가족 중 대부분은 카운슬러에게 상담하는 
것보다 신부님에게 이야기 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신부님이 도움이 주고 싶어하시지만, 신부님은 이런 일에 
관해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먼저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간의 관계가 돈독한 가정은 정신질환에 관한 스티그마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또 환자로 하여금 이런 질환에 관해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돌멩이가 던져진 충격으로 물에 파장이 생기는 것과 같이, 우리 커뮤니티도 바뀌고, 우리 모두 우리의 역할을 이해하고,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작은 행동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파급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시작하세요.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정신 건강과 문화 
알리시아 스피너

 잡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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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9,999	

Cultural Bridges 는 이사콰학군의 학부모 참여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학군에 관한 정보 지원 및 학부모/학생을 위한 행사를  
주최하며, 6개 국어로 번역된 잡지를 분기별로 발행합니다.  

지역 업체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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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 학교 
20,500 
명 학생

이사콰 학교재단은 기부금 및 친구를 조성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이사콰학군의 학생들을 후원합니다. 이사콰학군의 
구역은 110 스퀘어 마일에 달하며, 이사콰, 사마미시, 벨뷰, 뉴캐슬과 렌튼시를 포함한 7개의 지방 자치 단체를 
포괄합니다. 저희는 이사콰학군과 협력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학생은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성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에 동참하세요.

모든 학생과 학교의 성공을 후원합니다.

• 방과후 숙제 도우미 
• 스템(STEM)/로보틱스 클럽
• 밴드, 합창 & 예술적 지원
• 컬추럴 브리지 잡지 & 학생 자원

•	아트 교육 & 지원	
•	배낭 & 학교 준비물
•	음식 & 스낵 보조
•	학부모 교육 & 교사 지원금

isfdn.org/donate에서 오늘 기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