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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를 PDF 포멧으로 받아 보길 원
하시면 marisol@isfdn.org 으로 이
메일을 보내주세요. 원하는 언어(스
페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지

정해 주세요.

자녀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일 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 컬츄럴브리지(CB) 잡지가 여러분에게 그런 채널
중의 하나이기를 바랍니다.

2017-18 학기가 시작되었고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 
많은 일들을 다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닐 겁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니까요.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시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주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다른 학부모들, 교사, 학교 행정원들에게 다가가세요. 우리 
아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나 교직원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 학교에서 자원봉사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면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콰학군에서 시력 및 청력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검사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PTA가 주관하는 행사로 여러분의 아이와 많은 
학생들을 가까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10쪽에 더 
자세한 정보를 실었습니다. 

13쪽의 인터뷰” 학교 조교의 하루”도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조교는 누구인지 어떤일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조교는  대부분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사를 보조하거나 학생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와는 아주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경로로부터 어떻게 사귀는 것 까지 아주 
많이 달라졌죠.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아이들이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으신 
가요? 디지털 안전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4쪽에 
있는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세요.

즐거운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해피 홀리데이즈!

사진 Vaclav Mydlil

es un programa de

Cultural Bridges
Issaquah Schools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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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학습은 학교 이외의 장소로 가서 하는 
학습입니다. 교실에서 할 수 없는 견학체험 교육이 
교직원의 보호 감독하에 이루어집니다. 학군은 
견학학습이 교과과정의 핵심부분을 배우고 
가르키는데 이용되는 경우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라고  여깁니다.

견학학습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 유형1 – 정규 견학학습. 학교 주관, 학교 
자원봉사 부모들과 함께 지역이나 
수도권지역으로 가서 하는 당일 견학 
프로그램입니다.

• 유형 2 – 연장 또는 숙박을 표함한 견학학습. 
학교 주관, 학교 자원봉사 학부모들을 
동반하여 학교에서150 마일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숙박을 필요로 
합니다. 

• 유형 3- WIAA 스포츠 견학학습( WIAA Athletic 
Field Trips).  학교에서 보호자가 
따라가는 학교행사는 견학학습 절차가 아주 
빠릅니다.  Washington Interscholastic Activities 
Association (WIAA)는 시즌 중인 
행사나 시즌 후의 경기와 관련된 행사를 
후원하며 장거리 또는 숙박이 필요한 
학습입니다.  

학부모/ 보호자:

• 참가하는 학생들을 통해 학부모/ 보호자 
동의서가 각자의 가정으로 보내집니다. 참가
 동의서에 학부모/ 보호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서명을 포함한 동의서는  
유형1의 견학학습의 경우 5일 전에 제출, 
유형 2의 경우 10일 전에 제출, 유형3의 
경우는 참가 동의서를 시즌 시작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견학학습 동의서는 개별의 견학학습마다 
세부사항이 다릅니다. 동의서는 이메일로 
보내지거나 학생을 통해 각자 가정으로 
보내집니다. 
• 학교가 후원하는 견학학습의 경우 함께 
따라가는 부모/ 보호자의 보호/감독 활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 보호자 
자원봉사자들은 견학학습에 참여하기위해 
자원봉사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마다 학군의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자원봉사자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학군 자체의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사가 18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 이어야 하며 ,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차량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견학학습비 결제 방법:

학군 웹사이트의 온라인 결제( Online Payment)
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아래를 참고하세요: 
Username: 부모의 패밀리 엑세스 로그인 
(예: SMITHJAM000)

Password: 부모의 성(last name)-대/소문자 
구별 (예: Smith, O’Brien, Jones, Anderson)
이 패스워드는 바뀌지 않습니다..

견학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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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자원봉사자를 좋아합니다
자녀가 유치원을 갓 시작했건 고등학교 졸업반에 
들어갔건 상관없이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아이들에게 
부모가 자녀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보여주며, 학교에 다니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사콰학군에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담당교사를 만날 
기회가 생기고, 다른 학부모랑 소통할 수 있고, 
새로운 커넥션을 만들기도 하며, 자녀가 학교에 
있는 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자원봉사 할 기회가 
많습니다. 당신만의 분야 또는 특기로 봉사하거나 
때로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우리만의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물론이고 우리 
자신까지도 자원봉사의 혜택을 누립니다.  교사, 
교직원, 다른 학부모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협력함으로써 자녀의 하루 일과표를 누구보다 먼저 
알게 됩니다.  학교생활의 새로운 트랜드나 유행을 
알게 되어서 성장 변화하는 자녀들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녀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공간을 침해하지 않은 
범주내에서).

자원 봉사활동의 예:

• 이야기해주기. 
•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을 들어주기. 
• 플래시 카드 학습 활동. 
• 학부모와 연락하는 것 돕기 
• 학습교재물 복사하기. 
• 시력, 청력 검사 돕기.
• 책 박람회 (book fairs) 행사 도우미. 
• 도서관에서 책 선택 돕기. 
• 도서관에서 책 대여시 체크 아웃 도우미.
• 견학학습 따라가기. 
• 아트 클래스 도우미. 

• 학습 교제물  준비해 주기. 
• 스포츠 이벤트 참여하기.
• 새학기 준비 박람회( back to school fair)에서 돕기.
• 투터나 멘토 되어주기.
• 학생들 숙제 도우미. 
• 산수나 과학 과목 도우미. 
• 지역 역사에 관한 정보 알려주기. 
• 제 2 외국어 학습 도우미.
• 스페셜 프로젝트, 행사 또는 견학학습 지원하기. 
• 방과 후 프로그램 보조하기. 
• 학교 행정업무 지원 도우미.
• 학교 지도부에 참여 및 활동. 
• 워크 어바웃(Walk-about). 

자원봉사자가 된다는 것은?
첫째, 이것은 부모 역할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녀의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봉사하는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경우는 당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저는 
일기/쓰기 투터 일을 한적도 있고, 음악시간, 
체육시간, 리세스 시간에도 자원봉사를 했는데요. 
자원봉사를 할려면 인내심, 열정, 진심, 칠전팔기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일정 업무를
배정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는 자세한 업무 지시를 아무도 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보람된 경험으로 만드는 것은 
온전히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주로 약속된 장소에 있어 주는것( 휴대전화 
사용 금지), 필요한 업무 도와주기, 주변에 있는 
학생, 교사, 행정원과 인사하기 등의 일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즐기시면 됩니다. 

지역 학교에서 자원봉사 하세요. 
자원봉사 활동을 신청하시기를 원하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학교 PTA 로 
연락하세요. 자원봉사 신청서가 필요하시면 다음의 
웹사이트(https://www.issaquah.wednet.edu/) 
를 방문하세요. 패밀리 엑세스로 가시면 
온라인으로 자원봉사자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사콰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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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학교는 안전한 장소 중의 하나입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은 비상학교봉쇄, 비상대피 계획에
대해 정기적인 훈련을 합니다. 비상 용품은 각 교실에 배치되어 있으며, 비상사태 훈련시 교직원은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한명씩 불러서 학생들이 현장에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학교의 안전 향상을 위해 실행되고 있는 일들:
• 모든 학교는 비상대피와 건물봉쇄(lockdown)에 관한 표준 행동지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 
지침서는 건물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는 비상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 안의 
사람들 구출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비상상황 대처법을 훈련하여 유사시 잘 대응할수 있도록 합니다.
• 교직원은 학교 내에서의 수상한 사람 또는 수상한 행동을 주시하고 있으므로 학교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사무실에서 들러서 방문자 명단에 기제하시고 방문자 배지를 달아 주세요.
• 학교수업 중에 자녀를 먼저 데리고 가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가 허락한 성인일 경우에만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학생의 비상연락정보가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꼭 확인 해 주세요.

학교 스케줄에 변화가 있는 경우

휴교나  등교시간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통 그날 아침에 통보됩니다.  비상 통학버스 스케줄이 
예상된다면 텔레비전, 라디오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휴교에 관한 정보를 학군으로부터 바로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면 학군의 eNews 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알림정보는 개별 학교 
eNews를 통해서 보내지지 않습니다.
 
• ISD 홈페이지 확인, www.issaquah.wednet.edu.  www.FlashAlert.net를 통해 ISD 
비상뉴스 받기를 신청하세요 
•  (425) 837- 7000 (행정부)으로 전화하여 녹음된 메시지를 확인하시거나 or (425) 837-6333 
(통학버스부) 으로 전화하세요.

ISD가 “휴교”를 알릴 경우 
ISD가 휴교를 알릴 경우는 모든 미팅, 견학학습, 방과후 활동이 취소됩니다.  방과전후 아이돌봄 
서비스도 취소됩니다.  비상상황으로 인해 조기 하교를 할 경우에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방과후 
아이돌봄 서비스가 취소됩니다. 

비상 상황에 의해 통학버스 승/하차 장소가 바뀌는 경우 
ISD 가 “ 통학버스 눈길노선 운행(buses on snow routes)” 이라고 할 경우, 일정 지역의 학생들은  
평상시와는 다른 비상시 승/하차 장소로 가서 통학버스를 타야합니다. 

ISD 가 “통학버스 눈길노선 운행” 이라고 알릴 경우,  학생들은 오전에 “비상 승/하차 장소”에서 버스를 
타고, 날씨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오후에도 똑 같은 장소에서 내리게 됩니다.  통학버스 “비상 승/하차 
장소”는 학군에서 각 가정으로 보내준 엽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과 똑 같은 “ 비상 승/하차 장소”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집 앞까지 통학버스가 가지 않습니다).

기초 비상사태 준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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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6학년의 밤)
이사콰 커뮤니티 센터(301 Rainier Blvd. S)는 6학년 
학생을 위해 10월 13일, 금요일 6-9시까지 
개방됩니다. 농구, 하키, 배구, 아트 프로젝트, 비디오 
게임, 댄스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는 $1이며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원하시면 
캐티(Cathy)에게 이메일(cathyj@issaquahwa.gov)
하세요. 당일날에는 입장료가 $5입니다.

가을 축제(Fall Fun Fest) 

6세 미만의 어린이 대상으로 하며 코스툼을 입고 
와야 합니다. 토들러 타임(Toddler Time)용 
장난감들, 페이스 페인팅, 선물등의 다양한 행사 
부스를 찾아 즐겨주세요.  10월 27일 오후 5:30- 
7:30까지 커뮤니센터(301 Rainier Blvd. S )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6-10학년 학생들이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입장시 $2 의 기부금을 받습니다. 

좀비 워크 (Annual Zombie Walk)

좀비 분장을 한 사람들이 거리를 점령하고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닐 수 있게 프론트가가
폐쇄됩니다. 이 좀비들은 자동차나, 상가, 
레스토랑의 창문을 두드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사콰시의 
좀비는 무해합니다.  다양한 사이즈와 모습으로 
좀비 분장을 한 사람들을 따라다니거나 함께
 프론트가에서부터 시청까지 플래시 맙 댄스를 
하면서 행진하면 어떨까요?  포스트 좀비 파티는 
10월 28일, 오후 1:30 -5:00에 이사콰 
부루하우스(Issaquah Brewhouse) 레스토랑에서 
있으며 프레드 홉킨스와 악마들(Fred Hopkins and 
his Ghouls)의 공연도 있습니다.

이사콰 추수감사절 걷기운동 
(Issaquah’s Annual Turkey Trot)

이사콰 터키 트랏는  추수감사절 아침에 하는5 
K(킬로미터) 걷기 행사로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걷거나, 조깅 또는 뛰어도
좋습니다. 이사콰 터키 트랏 행사는11월 23일 오전 
9시에 시작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가족끼리는 
물론 커뮤니티가 동참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이를
돕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이익금은 이사콰 푸드 앤 크로딩 뱅크(Issaquah 

Food & Clothing Bank)로 기부됩니다. 자원봉사를
원하시면, (issaquahturkeytrot.org)으로 가셔서
신청하세요. 참가비는 성인 $25, 어린이(10살 
이하)는 $10 입니다. 

이사콰 다운타운의 지역 상점 애용하기

지역의 ”소규모 상점의 날 “을 맞아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어떨까요?  
소규모 상점(Small business)의 날은 지역 상점을 
후원하기 위한 행사로 미국 전역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 상점만의 스토리나 제품을 알리고 
축하하는 행사로 지역사회 지원의 일환입니다. 
이사콰시 주민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쇼핑의 편의와 지역상권 지원을 위해 인접 동네까지 
무료 트롤리(Street Trolley)를 운영합니다. 이 
행사는11월 25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 입니다.

북극행 (North Pole Bound)

산타에게 편지를 쓰고 이것을 커뮤니티 센터 로비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주세요. 반드시 이름과 
우편주소를 적으세요.  우편함 사용은11월 
28일에서 12월 15일까지 커뮤니티센터 운영시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산타의 대안(Santa’s backup): 
안전한 성탄절 쇼핑 

산타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세요!  
안전한 연말연시 쇼핑이 되도록 아래 사항을 
유념하세요: 

• 차량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떠날때도 
반드시 문을 잠그세요.
• 잘 보이는 곳에 귀중품을 두지 마세요. 
•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떠나지 마세요. 
• 차량 트렁크에 물건을 넣을 때는 안전한 
곳에 잘 넣어주시고, 목적지로 떠나기 직전에 
주위를 살피세요.
•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차량 안쪽을 
들여다 보는 사람을 목격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세요(425-837-3200). 

축제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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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놓치지 마세요!
키와니스 스키, 스포츠 교환

(Kiwanis Ski & Sport Swap) 

스키나 스노보드 장비를 저가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다
운그레이드 또는 재활용하여 돈을 버세요!  
퍼시픽 바이크 앤 스키(Pacific Bike & Ski)와 걸크 
스키 앤 사이클(Gerk’s Ski & Cycle)이 참여합니다. 
위탁 수수료는 사마미시시 키와니스가 받으며 
수익금 전액은 키와니스 청소년 서비스 프로그램에 
쓰여집니다. 

파인 레이크 커베난트 교회(Pine Lake Covenant 
Church), 1715 228th Ave SE
장비 등록 및 갖다주기: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5:30- 8:00, 10월 21일, 
토요일, 오전  8-10 시. 
장비 구매: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8-10 시. 10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2시
현금 인출 : 오후 2:30- 4:00.
더 자세한 정보: www.sammamishkiwanis.org 

비버 호수에서 하는 할로윈 행사
(Rotary Nightmare at Beaver Lake)

H사마미시시 숲속에서 뭔가 섬찟한 일이 일어납니다.
 매년 10월 말에 비버 호수공원에서 무서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그룹의 사람들이 숲 속에서 기어나와서 진행하는

이벤트로 여러분 모두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소리지르게 만듭니다. “비버호수에서의 나잇메어” 는
시애틀 지역에서는 가장 큰 실내/외 유령의 
집입니다.  수익금은 사마미시 로타리가 후원하는 
자선단체을 위해 쓰여집니다.
 
10월 12일-31일: 일요일, 오후 7–10시.  금-토요일, 
오후 7–11시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7–11 시.
비버 레이크 공원(Beaver Lake Park), 2526 24th Ave SE
티켓은 시간과 티켓 종류에 따라 다르며 $12-28 
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 
http://www.nightmareatbeaverlake.com/

할로윈 이벤트
사마미시시 시청 코몬즈
시청에서 하는 재미있고 안전하며 무료로 즐기는 
트릭 오알 트릿(Trick or Treat)
모든 연령,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에 적합
10월 31일, 오후 3-4:30. 

베리 메리 사마미시(Very Merry Sammamish) 
성탄절 공휴일 시작을 알리는 재미있는 가족 
이벤트입니다. 오셔서 동물 만져보기, 페이스 
페인팅, 아트, 공작 활동, 라이브 음악과 선물을 
즐기세요. 이 행사는 무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유명인사를 
행사장에서 만날 기회가 있으며 사진촬영도 
가능합니다. 12월 1일, 금요일, 오후5-7:30 – 
(시청에 있는 사마미시 코몬즈 플라자)

미국지역사회가 새 입주민들에게 
포용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때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하기 9월 15-

24일을 “ 이스트사이드 환영 
주(Eastside Welcoming Week)”로
 지정해주신 이사콰시, 사마미시시,

 레드몬드시, 벨뷰시, 컬클랜드시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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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턴시는 가정과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렌턴시는 시애틀로 부터 산책로로 이어지는 그저 넓은 평지에 불과했죠.  우거진 
나무로 가득찬 언덕길을 블랙, 시더 강이 가로지르는 이곳은 두와미시(Duwamish) 사람들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두와미시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착 마을을 지웠고 강을 따라 낚시용 둑을 쌓았습니다.
현재 거주민이100,000명 이상이며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렌턴은 상업용 항공기 
제조기업인 보잉사의 본거지, 랜딩(The Landin)이 있으며 시애틀 미식축구팀, 
시학스(Seahwaks)의 훈련캠프가 있으며 수많은 소규모 비즈니스와 서비스 산업의 본거지입니다.

커뮤니티 자원
휴먼 서비스 부서

휴먼 서비스 부서는 저/중간 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단체와 공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는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의 다른 
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휴먼 서비스 부서에 연락처는 425-430-6600 입니다.
 

렌턴 커뮤니티 자원 목록  

이 목록에는 이 지역의 서비스와 식량, 상하수도/ 임대, 집, 피난처, 법률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시의 웹사이트에 가셔서 
Community Resource Directory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조가 필요하지만 긴급하진 않은 경우?

2-1-1을 누르시거나  877-211-WASH 또는 
TDD 206-461-3610 로 전화하세요.
2-1-1 을 누르시면 정보 및 관련인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살집에 관한
• 식량 및 옷
• 장애인 서비스
• 헬스 케어  
• 상하수도/전기 
• 법적 조언
• 아이돌봄 서비스 연락처
• 자원봉사 

렌턴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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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과정에 당신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래는 유치원 교사가 부모가 알아야하는 6가지에 대해 말한 것 입니다:

1.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고 해서 당신의 일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여러분 자녀의 교사는 당신과 파트너가 되고 싶어합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녀의 행동 및 학업성취율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교사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기 조절이 가능한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을 더 잘합니다. 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자기의사를 표현해야 할지 결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것들의 시행착오를
거친다면 여러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 미리 연습시켜 주세요.  

3. 학교수업을 참관/도와주세요. 학교에 오셔서 주위를 둘러보세요. 교과서나 교제물을 
찾아보세요. 아는게 힘이니까요.  아이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집에서
도와주거나 대화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원봉사자로 학교에 오는 것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게 되며 아이들에 관심을 표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4. 아이들은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놀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노는 것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사람과 이 세상에 대해 배울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혼자 노는 것 또는
소그룹 단위로 노는 것은 배움을 도와주고 개념과 기술을 연마하는 기회를 줍니다.

5. 가정에서 하는 쓰기 연습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글로 표현하기 위해 연필, 
크레용, 마커, 색연필 등의 글쓰기 도구를 쓸 기회가 필요합니다. 갈겨 쓰거나 줄 긋기, 선 
긋기에서 시작하여 글자, 이름 쓰기, 단어 쓰기, 문장 쓰기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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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인 시력 및 청력 검사는 소아건강 예방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나쁜
시력이나 청력은 학습능력이나 사회적 성장에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검안사 협회에 따르면
적어도 6명중의 1명의 어린이들은 시력저하로 배우고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생아나 어린이들이 청력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말하기, 언어 습득, 부진한 학업
성과, 개인적-사회적 부적응 및 감정적 어려움을 살아가는 일생동안 겪게 됩니다. 
청각장애는 감염성 질병(수막염과 중이염)이나, 외상, 소리레벨의 손상 또는 독성 약물 
복용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이유로 태어난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규정에 의하면, 이사콰 학군의 학생들은 유치원생부터 3학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4학년생들도 포함), 5학년, 7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연중 시력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며  원거리 시력 검사만 합니다.  이 검사는 눈의 건강, 움직임, 조절, 
집중 능력이나 눈의 모든 구조가 얼마나 잘 작용하는지에 관한 것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치과나 소아과 검진을 받는 것 처럼 안과 검진을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혹시 
안과 보험이 없다거나 안과 방문이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학교 간호사에게 
연락하시면 안과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녀가 현재 안경을 쓰고 있다면, 반드시 시력검사 당일날에 안경을 끼고 있도록 해 주세요.

검사날은 자녀가 큰 귀걸이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해 주세요- 청력검사시 방해가 될수도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시력 / 청력검사 받지 않기를 원하시면 학교 간호사에게 청력 또는 시력, 혹은 
이 모든 검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쪽지에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 행사에 자원봉사를 원하시면, 학교나 PTA에게 알려주세요.  참가를 위해서는 온라인
자원봉사 등록서류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집에서 이 검사에 대해 자녀에게 미리 얘기해 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검사하는지에 대해 
알려 주세요. 혹시, 자세히 모른다거나 시간이 되시면 이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도와주세요.

더 자세한 일정은 학교 사무실이나 PTA에게 연락하세요. 

시력과 청력 검사



11

초
등

학
교

리플렉션 아트 프로그램
(Reflections Arts Program)

PTA 리플렉션은 전미주에서 인정되는 우수 학생 선발 프로그램으로 교실에서나 가정에서
 아티스틱 창조력을 고무시키기 위해 창시되었습니다.  학생의 학년과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2017-2018 의 테마: 손이 미칠 수 있는 곳  또는 도달 범위 
내(Within Reach)의 테마로  여러 분야의 아트 작품을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중의 하나 또는 모든 아트 유형의 선택 가능:
• 댄스 안무
• 필름 제작
• 문학
• 음악 작곡
• 사진
• 비쥬얼 아트

아트와 전국 PTA 리플렉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성공/성장을 지원하며, 각 학교 
커뮤니티내에서 돈독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리플렉션을 통해 각
학교의 아트 공부를 격려하고 그 작품들을 축하해 주세요. 전국 PTA 리플렉션은 학년이나 
개별 수준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의 참가를 권합니다. 

1969년에 시작된 리플렉션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전국의 학생들이 다양한 창의력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해 오고 있습니다.  매해 다양한 유형의 아트 작품을 유아원 학생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출된 작품들은 비쥬얼, 문학, 행위아트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심사위원은 프로그램 테마에 관한 자기만의 이해/분석을  얼마나 창의적, 기술적인 측면으로 
잘 표현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학교PT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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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이벤트 일정

10월 3일, 화요일, 오전  8:45-10 시: 아폴로 초등, 자원봉사자 오픈 하우스.
10월 4일, 수요일: 디스커버리 초등, 워크 아 톤(Walk-A-Thon).
10월 6일, 금요일: 크릭사이드 초등, 시력/청력 검사-자원 봉사자 필요! 
10월6일, 금요일, 오후6:30-8 :00: 메이플 밸리 초등, 가을 댄스(Fall Dance).
10월6일, 금요일, 오후1-3 시.: 써니 힐즈 초등, 가을 펀 런(Fall Fun Run)
10월10일, 화요일: 써니 힐즈 초등, 사진 촬영날 – 개별.
10월10일, 화요일F: 아폴로 초등, 시력/ 청력 검사- 자원봉사자 필요!
10월1일13, 금요일, 오후6:30 : 브라이어우드 초등, 가족 영화의 밤(Family Movie Night).
10월18일, 수요일,오후 6-8 시: 디스커버리 초등, 패밀리 문해의 밤(Family Literacy Night).
10월19일, 목요일, 오후6-8:30 : 쿠거 리지 초등, 가을 피트니스의 밤(Fall Fitness Night).
10월20일, 금요일: 써니 힐즈 초등, 리플렉션 아트 참가 마감일(Reflections art entries due).
10월23일, 월요일: 모든 학교, 교사 직무일. 학생 휴교.
10월24일, 화요일: 메이플 밸리 초등, 시력/ 청력 검사.
10월27일, 금요일: 아폴로 초등, 리플렉션 아트 조기 제출(Reflections Early Turn-In).
10월27일, 금요일;  클락 초등, 워크 아 톤(Walk-A-Thon (Orange Ruler)).
10월27일, 금요일, 오후6-8 시:  클락 초등, 빙고(BINGO).
10월27일, 금요일,오후 5:30-7:30: 크릭사이드 초등, 할로윈 바시(Halloween Bash). 
10월27일, 금요일: 이사콰 밸리 초등, 가을 펀 페어( Fall Fun Fair).
10월27일, 금요일, 오후6:30-9:00: 써니 힐즈 초등, 스푸키 스파게티(Spooky Spaghetti).
10월30일, 월요일: 아폴로 초등, 리플렉션 아트 참가 마감일(Reflections art entries due).
11월 2일, 목요일: 쿠거리지 초등, 시력/청력 검사.
11월 7일, 화요일: 이사콰 밸리 초등, 리플렉션/ 핸즈 온 아트(Reflections/Hands on Art).
11월 8일, 수요일, 오후6-8 시: 디스커버리 초등, 다문화의 밤(Multicultural Night).
11월 10일, 금요일: 모든 학교, 휴교, 재향 군인의 날.
11월 13일, 월요일: 디스커버리 초등, 시력/ 청력 검사.
11월 13일, 월요일: 써니 힐즈 초등, 시력/청력 검사.
11월17일, 금요일, 오후6-8 시: 아폴로 초등, 리플렉션 리셉션(Reflections Reception).
11월 17일, 금요일, 오후6-8 시.: 브라이어우드 초등, 피자 빙고.
11월 20일, 월요일-12월 1일, 금요일: 아폴로 초등, 이사콰 기프트 반 장난감 모금( Holiday Toy 
Drive for Issaquah Gift Barn).
11월 23일, 목요일, 11월 24일, 금요일: 모든 학교, 추수감사절-휴교.
12월 5일, 화요일, 오후6:30 - 8:30:쿠거리지 초등, 빙고 나잇, MPR.
12월 6일, 수요일, 12월 7일, 목요일, 오전8:30 - 오후3:30: 모든 학교, 학부모-교사 컨퍼런스- 
학생 휴교!
12월 8일, 오후6-8 시: 브라이어우드 초등, 겨울 패밀리 펀 나잇(Winter Family Fun Night).
12월 12일, 화요일: 써니 힐즈 초등, 합창 콘서트, MPR.
12월 15일, 금요일: 이사콰 밸리 초등, 성탄절 합창.
12월 21일, 월요일- 1월 1일: 모든 학교, 겨울 방학, 휴교! 



13

 
조교의 하루

마리솔 비셜

준교사 또는 조교(EA)는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교사자격증이 없으나 학생들과 여러가지 업무를 실행하며 교실에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IEP 클래스에서는 학생들과 일대일 수업을 하기도 하고, 교실에 배정되어 학생들의 학습을 보조합니다. 
또한 컴퓨터 랩, 도서관에서 학부모 참여 활동을 주도하기도 하며 또는 통역자 역할도 합니다.

저희는 써니힐즈 초등학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는 리나 샤브다(Leena Chavda)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1. 당신의 직무와 하루일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통 조교의 업무는 학생의 개별 지도로부터 배정되어진 교실에서 교사를 돕는 일까지 합니다. 주로 유치원반에 
배정됩니다. 
조교는 전학급생을 상대로 조교역할을 하고 소그룹 단위로 일기 및 쓰기 수업을 합니다. 
또다른 업무로는 점심시간에 학생들의 도시락을 열어주거나 숟가락을 갖다주는 등의 일을 하며 학생들이 서로의 
점심을 나눠서 먹지않도록 감독합니다. 리세스 시간에는 운동장에서 감독합니다.  또한 등하교시간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수 있도록 건널목에서 돕습니다. 

작년에는 8시 40분에 업무를 시작했어요.  출근 후 5학년 학생들을 따라 다니며, 학생을 LRC 클래스로 데리고 가서 
읽기나 산수 공부를 도왔어요.  그러고 나면 리세스 시간이 되요.  오전 리세스 시간에는 학생들이 각자 점심을 
먹게하는 동안 저희도 점심을 먹어요. 학생들을 따라다닌다는 의미는 학생들 근처에 있으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동시에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의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해요. 또한 담당교사가 계획한 특정수업이 있을 
경우에 보조하기도 해요.

2. 같은 업종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줄 조언이 있으세요?
첫째, 융통성이 있어야 해요. 해마다 달라집니다. 매년 업무시간이나 업무 자체가 달라지기도 해요. 둘째, 참을성이 
있어야 해요. 초등학생들과 함께하는 일이니까요. 학생들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줘야하고 인내해야 해요.    또한  
융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하루의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계획되로 진행되지 않기도 하고 갑자기 
계획이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좋아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3. 첫 업무일과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업무자체나 아님 한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발전한 점이 있나요?
당연히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엄마 자원봉사자로서 교실에서 도운 것이 저의 경험의 전부였어요. 가장 
변화/발전한 부분은 리세스시간에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분쟁 해결능력이에요. 사회적-감정적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현 상황을 인식하고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또한 
담당 교사들로부터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법, 교실에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방법, 지켜야하는 준수사항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4.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어느날 저는 한 교실에 배정되었는데 글쎄 제가 다른 교실에 들어갔네요. 담당교사가 저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서 
우리 학급을 도와주면 정말 좋겠지만 교실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하는 거에요.

5. 일을 제외한 자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난 4년 동안 조교로 일하고 있어요. LRC, ELL 수업의 도우미로 일을 시작했으며 지금은 여러명의 학생을 
가까이서 관리하고 있어요.

아이가 둘이에요. 큰 애는 중학생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2 학년이에요. 남편이랑 저는 인도 서부에서 미국으로 이민왔고 
아직도 일부 가족들이 거기서 살고 계세요.  아이들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제공하면서 조교로 일하는 것을 즐기고 
있어요.   써니힐(Sunny Hills) 팀의 일원인것이 너무 좋아요!

리나씨,  이사콰학군의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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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교육감의 공지에서 발췌

“제가 어렸을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진짜 달랐죠. 
아래의 팁을 읽어보시면 대부분의 내용이 테크놀로지랑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자라면서 겪었던 
전형적인 사회적-감정적 문제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직면한 문제들은 테크놀로지 안에서 또는 테크놀로지로 인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1. 아이와 대화하기.  첫째, 최고의 충고: 소통의 문을 열어놓기. 

2. 아이의 말을 경청하기. 그들만의 언어 배우기. 아이들이 접속하고 있는 웹사이트나 
앱 이름에 익숙해지기. 나이 그룹, 학교, 다른 소셜그룹 마다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SNS)가 다르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SNS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계약서 쓰기. 단도직입적이고 분명해야 합니다. 테크놀로지 이용에 관한 규칙과 
준수사항을 만듭니다. 

4. 여과, 차단, 모니터하기.  사용하기 편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세요. 하지만  
전적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믿지 마세요.  디지털기기의 건전한 이용 문제는 
사회적, 성장기에 동반되는 인간적인 이슈라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또한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모니터하더라도 아이들은 또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만큼 능숙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5. 올바른 온라인 매너에 대해 교육하기.  실생활에 적용되는 존중, 정직함의 가치가 
온라인 활동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주 능수능란한 아이들이지만 온라인 
매체에 게제된 내용/ 사진들이 퍼지는 속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단 공개된 온라인 매체의 특성, 게시된 내용이나 사진들은 
다시 내릴 수가 없으며 온라인 매체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온라인상으로 익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6. 경고표시 관찰하기. 테크놀로지 사용과 관련된  문제/ 괴롭힘 등의  경고 표시가 
있는지 눈여겨 보기: 화남, 두려움, 폭력적인 언어, 또는 새로운” 친구” 이름, 친한 
친구 이름이 없어진다거나, 점점 내성적이 된다거나 온라인에 과한 집착을 
보이는지를 살펴봅니다. 과하게 프라이버시를 원하다든지, 잠자는 패턴이 
달라지는지를 살펴주세요.  

7. 부모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기. 혹시 부적절한 문자나 사진등를 보내시나요? 
운전중에 문자를 보내시나요?  남을 조롱하거나 괴롭히시나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배우기 마련입니다.

8. 기억하기—아주 중요합니다 -  대부분의 십대들은 대부분 건전하게 온라인 활동을 
합니다. 아주 멋진 일들도 해내죠. 좋은 커뮤니티도 만들어 내고 스스로 규칙과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잘 이용하죠.  하지만 때로는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사콰학군은 모든 학생이 학교 괴롭힘이나 폭력/따돌림 없이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학교 커뮤니티 안에서나 학교가 후원하는 이벤트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폭력은 
이사콰학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소셜 네트워킹과 디지털 안전 및 사이버 괴롬힘 중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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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아이가 학교 괴롭힘/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되시면, 즉시 교사, 카운슬러나 교장 
선생님에게 알려주세요. 만약 통학버스에서 괴롭힘/폭력을 당했다면, 통학 다이렉터인 
게일 모르간(Gayle Morgan)에게 전화( 425.837-6333 ) 또는 
이메일(morgang@issaquah.wednet.edu) 하세요.

학교 카운슬러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비버 레이크:
폴 초(Paul Cho) (성(Last names) A-K): 425-837-4161 chop@issaquah.wednet.edu 
크리스틴 비슬리(Kristin Beasley) (성(Last names) L-Z): 425-837-4162 beasleyk@issaquah.wednet.edu  

이사콰 중학교:
에나마리아 오스틴(AnnaMaria Austin) (A-K): 425-837-6816 austina@issaquah.wednet.edu 
에이미 로랑(Amy Lorang) (L-Z): (425) 837-6815 loranga@issaquah.wednet.edu 

메이우드 중학교:
켈라(Ms. Kellar) (A-L): 425-837-6916 kellarn@issaquah.wednet.edu 
넬슨(Ms. Nelson) (M-Z): 425-837-6915  nelsonc2@issaquah.wednet.edu 

퍼시픽 케스케이드 중학교:
소냐 피터슨(Sonja Petersen) (A-Le): 425-837-5915 petersens@issaquah.wednet.edu 
로라 메서롤(Laura Meserole) (Li-Z): 425-837-5914 meserolel@issaquah.wednet.edu 

파인레이크 중학교:
크리스틴 브리턴(Kristen Brittain) (A-K): 425-837-5713  brittaink@issaquah.wednet.edu 
메간 일리어트( Meagan Elliot)(L-Z): 425-837-5712 elliotm@issaquah.wednet.edu 



중학교 이벤트 일정

10월 3일, 화요일: 비버레이크 중, 교장과의 다과, PTSA 미팅.
10월 6일, 금요일. 오후 6-8:15: 메이우드 중, 7학년 아이스케이팅 소셜, 스노우 킹 아이스 아리나
(Sno King Ice Arena).
10월 17일, 화요일: 모든 학교, 중간- 학기
10월 20일, 금요일: 비버레이크 중, ASB 잡지 팔기 모금 파티
10월 23일, 월요일: 모든 학교, 교사 직무일, 학생 휴교
10월 27일27. 오전 8:10 –오후 2:35 : 퍼시픽 케스케이드 중, 시력 및 청력 검사, 도서관. 
11월 1일, 수요일, 오후 7-8:30: 비버레이크 중, 가을 오케스트라 콘서트
11월 10일, 금요일: 모든 학교, 재향 군인의 날, 휴교!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7-8:30: 비버레이크 중, 가을 밴드 콘서트
11월 17일, 금요일: 비버레이크 중, 시력 및 청력 검사
11월 23-24일, 목-금요일: 모든 학교, 추수감사절 - 휴교!
11월 6일, 수요일. 오후7-8:30: 비버레이크 중, 겨울 합창단 콘서트
12월 8일, 금요일: 비버레이크 중, 채점일, 학생 조기 하교, 오전10:55
12월 15일, 금요일: 비버레이크 중,  겨울 콘서트 어셈블리
12월 21일 -1월 1일: 모든 학교, 겨울방학, 휴교!

중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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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ific Cascade Middle School

워크어바웃

워크어바웃이란 무엇인가?                 
이사콰학군의 워크어바웃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이동이 많아지는 방과전후나 점심시간에
학부모들이 캠퍼스 안에서 감독하는PTSA 후원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있는 것만으로도 
불건전한 행동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학생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학부모가 학생들의 하루일과 중의 큰 부분에 관여함으로써  학생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원봉사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1년 가을에 학부모(Caryn Cissna, Lynnie Laks)와 프로그램 창시자(Ken
Wong), 이사콰중학교 교장(Ron Thiele, Corrine DeRosa)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워크어바웃
프로그램은 그 첫해에 워싱턴주 PTSA 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일하시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단 한 번의 교육 세션에 참가하시면 자원봉사가 가능합니다.
평생에 단 한번의 교육만 참가하시면,  매주 업데이트 된 워크어바웃 링크를 받게 되며 
원하는 시간에 자원봉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학교 PTSA로 연락하세요.

비버 레이크: 달린 크라센(Darlene Klaasen), 비서 klaasend@issaquah.wednet.edu 
이사콰 중학교(IMS): IMSWalkbout@gmail.com.
메이우드 중학교: 단 페체크(Dawn Peschek), volunteer@maywoodptsa.org 



17

헬
스

 앤
 웰

빙

17

친철함(kindness)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
공감(Empathy)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이것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친절함은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수업을 받는 것 보다도 훨씬 
어렵습니다. 어린이들은 친절한 천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4학년 
때쯤이 되어서야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할 정도로 사회적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평생동안 남을 친절한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부모로서 우리의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친절하고 좋은 사람으로 
자라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다른 이에게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아이들이 잔인하거나 참을성이 없기를 
바라지는 않죠. 아이들에게 친절함을 가르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이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는 것입니다.

미러 뉴런 (Mirror Neurons)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이것은 모방을 하는데 쓰이는 두뇌 세포들으로 특히, 어린이 시기에 활동이 활발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지켜볼 때 아이들의 두뇌는 마치 본인이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처럼 
두뇌가 반응합니다.  아이들의 두뇌는 새로운 신경 길(pathway)을 만들어 내고 이것들이 
아이들의 일생을 통해 따라다니는 행동의 기본지침을 만들어냅니다.
 
박애주의적 행동은 아주 중요합니다. 공휴일이 다가올 때쯤이나 또는 학기중에 아이들의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커뮤니티 서비스에 참가하여 도움을 주세요.

아래는 아이들이 친절함을 쉽고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1. 더 자주 미소 짓기! 아이들이랑 미소짓기 게임을 하면서 미소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2. 칭찬해주기 게임 하기. 칭찬을 받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하지만, 칭찬을 해주는 것은 그보다 더 좋습니다.
3. 고맙다고 말하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도 그냥 고맙다로 말하기.
4.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 따뜻한, 재미있는 또는 격려의 쪽지 남기기
5. 좋은 취지의 자원봉사하기.  자원봉사를 아이랑 함께 하면 아이들에게 남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에 대해 가르켜 줍니다.
6. 공부 친구가 되어주기, 또는 자기보다 어린 아이의 숙제 도와주기.
7.  자동판매기 앞에 $1 남겨 두기.
8. 재활용하기! 지구 환경을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더욱 깨끗한 세계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9. 당신의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열고 기다려주기.  성탄절 쇼핑갔을 때 이런식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매너를 가르키면 좋겠죠.
10. 노인들의 장바구니를 담거나 옮기는 것을 도와주기

친절함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마리솔 비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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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팀의 등록을 원하시면 컴퓨터와 프린터의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몇가지 관련 
서류를 프린트하여 작성하신 후 학교 행정원이나 운동부(Athletic office) 사무실로 제출하세요.

• 깁슨 Ek (Gibson Ek): 스포츠 팀의 등록을 원하시면 학생이 배정된 학교의 행정원에게 연
락하세요.  일단 등록을 마친 후 그 다음날에는  스포츠 등록 절차(Athletic Gateway 
registration process)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속이 허용됩니다.

• 홈 스쿨/ 사립학교 학생 –학생의 배정된 학교에 등록을 원하시면: 홈 스쿨이나 
사립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스포츠 팀 등록을 원하시면 등록절차 서류들을 작성하여 
학교의 카운슬링 사무실로 제출하세요. 이 등록서류의 매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시스템에 현재 활동중(active)인 학생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적어도 24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유념하세요. 

다음의 서류는 등록절차에 필요하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등록확인 서류(Confirmation Form) 
2. 비상사태에 관한 서류( Emergency Authorization Form)
3. 의사가 서명한 스포츠 신체검사 서류의 원본(Original Signed Doctor’s Sports Physical Form)
4. 성적증명서 복사본( ISD의 신규 학생인 경우만)

온라인 스포츠 등록 시스템인 등록 게이트웨이 (Registration Gateway)는 패밀리 
엑세스(Family Access)와 같은 로그인을 사용합니다. 

• 사용자 이름이나 패스워드를 모르는 경우는 패밀리 엑세스(Family Access)로 가셔서 
‘Forgot your Login/Password’ 를 클릭하세요.
• 패스워드를 재설정할 수 있는 링크를 이메일로 받게됩니다. 
ASB 카드: $55 –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은 ASB카드를 반드시 구입해야 합니다. 
스포츠 비용: 학생당/ 단종 스포츠에 $200이며, 한 해 최대 비용은 $400을 넘지 
않습니다. 모든 운동선수는 개별 스포츠당 $200을 내야합니다. 일년에 $400 이상의 비용을 
내는 학생은 없습니다( 3번째 스포츠는 무료). 응원/ 댄스/ 훈련(Drill)은 $200 의 스포츠비를 
낼 필요가 없지만 다른 엑티비티 비용(activity fee)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겨울 스포츠는 11월 에 시작됩니다.

운동부 다이렉터(Building Athletic Directors):
이사콰 고등학교: 루크 앤디(Luke Ande)
리벌티 고등학교: 다니엘레 젤린스키(Danielle Zelinski)
스카이라인 고등학교: 브렌트 카와구치(Brent Kawaguchi)

고등학교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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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자녀가 집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나요? 이런 능력으로 학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계언어의 정의는 고등교육조정위원회(Higher Education Coordinating Board)에 따르면,  
미국 수화를 포함한 “정식으로 학습되고 있는 모든 자연스런 언어”를 말하며 또한 라틴어, 
고대 그리스어와 같이 사용되지 않는 언어까지 포함합니다. 

세계언어 능력평가의 성적은 여러 외국어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미국 외국어교육 
위원회(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ACTFL))의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학생들은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언어능력을 
평가받게 됩니다. 

이사콰학군은 OSPI 공인된 아래의 평가기구를 선택합니다: 

• 읽기, 쓰기와 말하기(듣기, 경우에 따라) 영역은 STAMP(Standards-based 
Measurement of Proficiency)를 이용합니다. 2010년 이후부터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평가가 가능합니다.  STAMP는 아반트
평가사(Avant Assessment)가 제공합니다(http://avantassessment.com). 
• STAMP 평가가 없는 언어이거나 ACTFL 평가가 더 적합한 언어일 경우에는 
ACTFL평가인 오랄인터뷰 평가(Oral Proficiency Interview) 또는 컴퓨터로 하는 
오랄인터뷰 평가(OPI)와 글쓰기 평가인(Writing Proficiency Test)를 이용합니다.  
ACTFL 평가는 국제 언어 평가사(Language Testing International)를 통해  
제공됩니다(http://www.languagetesting.com). 
• 미국 수화 평가는SLPI(Sign Language Proficiency Interview)가 적당합니다. 

능력평가 기준과 그에 따른 학점
학군은 ACTFL평가기준에 따르며 학생의 평균언어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1 학점 이상을 부여합니다.
아래의 가이드라인 참고: 
• 기초 중급(Novice Mid) – 1 학점 
• 기초 고급(Novice High) – 2 학점 
• 중급반 기초(Intermediate Low) – 3 학점
• 중급반  중상Intermediate Mid and above – 4 학점

능력평가에 따른 학점(Credit for Competency/Proficiency – 2409P)
학생의 실력정도가 여러 영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장 낮은 점수의 평가를 받은 영역의 학점이 반영됩니다. 
( 예를 들어: 한 학생이 말하기 영역에서 중급반 중상의 성적을 받고, 읽기와 쓰기 영역에서 
기초 중급의 성적을 받았다면, 학점은 가장 낮은 성적인 기초 중급에 해당하는 학점을 
받게됩니다.  즉  기초 중급 성적에 해당하는 1 학점을 받습니다. 개별 언어영역에 관한 개별 
학점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읽기 평가에서 중급 중상의 성적을 받았다고 해서 
4학점을 받을 수 없고, 읽기와 쓰기 영역에서 기초중급 성적을 받았다고 해서 1 학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총학점은 세계언어로 받는 한 학점입니다.)    

평가시험 비용 
평가시험 비용은 학생/부모가 부담합니다. 

평가성적 보고
평가시험을 본 개별 학생의 성적은 해당 학교 사무실로 보내집니다.  학생들은 평가결과 
사본과 함께 그에 따른 이수학점도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카운슬러는 세계언어 학점을 공식 
성적표에 기록합니다(학생의 공식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학점은 통과(Pass) 로 기록되며 
A-F로 기제되지 않습니다. 

세계언어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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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교일정

10월 3일, 화요일, 오후 5-8:30: 이사콰 고등학교, 고등학교와 그 이후에 관한 계획의 날.
10월 17일, 화요일, 오후 6:00-8:00: 리벌티 고등학교, *원러브 워크숍(One Love Escalation Workshop), 
리벌티 펄포밍 아트 센터.
10월 20일, 금요일: 스카이라인 고등학교, 홈커밍 미식축구 경기, 날짜 변경 가능.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7:00-10:00: 스카이라인 고등학교, 홈커밍 댄스, 날짜 변경 가능.
10월 23일, 월요일: 모든 학교, 교사 직무일, 학생 휴교!
11월 10일, 금요일: 모든 학교, 재향 군인의 날, 휴교!
11월 14일, 화요일, 오후6:30-8:30: 이사콰 고등학교, 카운슬러와의 질의 시간/ 리플렉션 
리셉션, 도서관.
11월 23일, 목요일 - 11월 24일, 금요일: 모든 학교, 추수감사절 연휴- 휴교!
12월 9일, 토요일: 이사콰 고등학교, ASB 겨울 댄스.
11월 14일, 화요일 – 11월 15일, 수요일: 스카이라인 고등학교, 고 3졸업 인터뷰(Senior Exit Interviews) 
(A-L). 
12월 5일, 화요일 - 12월 6일, 수요일: 고 3 졸업 인터뷰(Senior Exit Interviews) (M-Z).
12월 11일, 월 – 12월 12일, 화요일: 고 3 졸업 인터뷰(Senior Exit Interviews) (런닝 스타트).
12월 21일 – 1월 1일, 월요일: 모든 학교, 겨울 방학, 휴교!

원러브(One Love)는 청소년에게 건전/불건전한 관계에 관한 교육을 통한 변화를 유도하여 
데이트폭력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러브는 당시UVA 고등학생이었던 이어들리 
러브(Yeardley Love)가 졸업하기 일주일 전에 전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원러브는 고등학교, 칼리지와 커뮤니티 그룹과 파트너가 되어 데이트폭력에 관한 
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디지털 캠페인과 필름형식의 단계적 워크숍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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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즈 오브 유스는 청소년과 그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자기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렌즈 오브 유스는 모든 청소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희망합니다

프렌즈 오브 유스는 이사콰, 스노콰미, 두발 지역의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에게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프렌즈 오브 유스는 지역 학교와 파트너가 되어 학교 내에서 청소년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소년의 필요에 따라 개인 및 가족 테라피도 포함합니다.

또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부모교육 클래스도 제공합니다

약물 남용 자원
프렌즈 오브 유스는 다양한 예방, 검사, 조기 중재, 추천 또는 치료 프로그램을 청소년과 해당 
가족에게 제공합니다.

헬시 스타트(Healthy Start)
헬시 스타트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추천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24세 미만에 임신중이거나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방 서비스
프렌즈 오브 유스는 스노콰미 밸리와 이사콰 학군에서 약물과 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위기 
요소를 줄이고 예전 생활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렌즈 오브 유스는 가족의 수나 소득에 따라 비용이 측정되며 메디케이드(Medicaid)나 개별 
보험도 받아줍니다

해당 연령: 지역의 청소년(영-유아부터 25세 미만)과 해당 가족
연락처: 이사콰 (425) 392-6367

혹시 자살 충동을 갖고 있거나 위기에 처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꼭 
전국자살방지라인(National Suicide Prevention Lifeline), (800) 273-TALK (800-273-
8255)으로 전화하세요.

청소년인 당신이 다른 청소년과 익명으로 비밀보장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십대 링크 
(Teen Link )(206) 461-4922 또는  (866)TEENLINK (866-833-6546)으로 전화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friendsofyouth.org/youthAndFamily.aspx 

청소년들을 지원해 주고 싶으세요? 기금모금 행사에 참가하세요!

11월 18일, 2017, 오전 7:30-8:30: 이사콰 유스 앤 패밀리 서비스 조찬( Issaquah Youth & Family 
Services Breakfast), 홀리데이 인(Holiday Inn of Issaquah).

프렌즈 오브 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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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콰 푸드 앤 클로딩 뱅크(Issaquah Food and Clothing Bank)는 성탄절 연휴를 맞아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기쁨과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성탄절의 기쁨을 신생아부터 18세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줌으로써 
모든 가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픽커링 반(Pickering Barn)을 대형 장난감 가게로 전환시킨 후 필요한 가족들이 와서 
자녀를 위한 선물을 고를 수 있게 합니다. 성탄절 아침에 아이들에게 깜짝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선물 포장하는 곳과 아이돌봄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고객과 기부자의 편의를 배려한 쇼핑 스타일:
 1.부모들이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고를 수 있다.
 2.부모가 선물을 포장 할 수 있고 포장지안에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알수 있다.
 3.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이들은 같은 개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4.기부자는 특별히 요구된 목록이 없기 때문에 부담없이 쇼핑을 즐길 수 있다. 

 기부자들은 이 모든 선물들이 이사콰학군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후원하며 
 우리 지역에서만 배부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이 행사의 등록일은 2017년 11월 초에 시작됩니다.

기부된 물품의 개수에 따라 다르지만 매가정은 3-4개의 선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선물 
포장하는 곳과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성탄절 아침에 자녀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레베카(Rebecca)에게 이메일(rebecca@issaquahfoodbank.org)또는 
전화하세요(425-392-4123 x11).

자원봉사자
이사콰 푸드 앤 클로딩 뱅크(Issaquah Food and Clothing Bank)는 홀리데이 기프트 반 
행사에 매일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합니다. 친구, 비즈니스 또는 가족이 함께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13세이상이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이 
어린 자원봉사자들은 선물 포장 스테이션, 아이 돌봄서비스( 신원조회 마친 후), 테이블 
차리기 또는 스타킹을 채울 물건(stocking stuffer) 정리하기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기부자 준수사항:
 1. 기부하는 선물은 중고가 아니라 새것이어야 합니다. 
 2. 선물은 가격이나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받는 선물의 가치가 
 공평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나 iPod를 기부하셨다면 이는 작은 선물 
 3개의 가치와 동일합니다. 

 *또한 , 스타킹을 채우는 섹션이 있기 때문에 스타킹, 잠옷, 속옷, 모자, 장갑과 같은 
 기본적인 물품은 가져갈 수 있는 선물의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선물을 포장하지 마세요. 저희는 기부자에게 선물포장 스테이션에 필요한 포장지와 
 그외의 필요한 물품까지 제공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4. 기부할 물품 갖다주는 날 및 개점 준비일은 12월 5-6일, 오후 1-7시이며 픽커링 
 반(1730 10th Ave. NW, Issaquah, WA 98027)에서 있습니다. 

이사콰 푸드 앤 클로딩 뱅크에  보관 장소가 없습니다.  기부자 께서는 개점 준비하는 날에 
픽커링 반으로 선물을 가지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 교대시간에 반드시 미리 등록해야 함): 
웹사이트: https://www.issaquahfoodbank.org/volunteer/
고객 등록: 레베카 레이너(Rebecca Rayner)에게 전화 (425-392-4123 x11)  또는 이메일 
(rebecca@issaquahfoodbank.org) 하세요.

홀리데이 자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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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왈리 
“빛의 축제” 로 알려져 있는 디왈리는 힌두인이 망명에서 돌아온 라마왕( King Rama)의 
귀환을 축하하고 악을 물리친 선의 승리, 어둠을 이겨낸 빛의 승리와 번영의 신인 
락시미(Lakshmi)의 축복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집과 사무실들은 수십개의 “디야스(diyas)”로 
불리는 흙으로 빚어진 램프( 힌디어로는 램프, 또는 산스크리트어로는 디파)를 밝힙니다. 

5일 동안의 빛의 축제로 전세계에 있는 수백만명의 힌두, 불교신자, 시크스인과 
제인스인들이 즐깁니다. 대다수의 재미 인도 교포 힌두인(95%)에 의해 기념되며 그 중
절반이상은 힌두인이 아닙니다(45%). 

디왈리의 스토리는 라마야나, 7번째 화신인 라마왕( 신 비시누의 화신)의 힌두 서사시에서 
기원합니다. 수천 년 전에 곧 왕에 등극할  라마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는 친절, 겸손하여 
모든 이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질투심에 불탄 라마왕자의 계모는 14년동안 
라마왕자를 숲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라마왕자의 곁을 지키기 위해 그의 아내 
시타와 동생 락쉬만도 함께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라바나라고 불리는 악마왕이 시타를 
보게되고 그녀의 모습에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라바나는 모략을 세워 결국에는 시타를 
납치하기에 이릅니다.  라마왕자는 라바나를 쫒아가 무찌르고 사랑하는 시타를 되찾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만난 후 14년동안의 망명을 마치고 라마왕자, 시타, 락시만은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아욧야로 귀환합니다. 왕국의 전 지역은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램프를
밝혔습니다. 그 후 라마왕자는 곧 아욧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자라면서 저희는 디왈리를 아주 큰 축제로 여겼습니다. 제가 어렸을때 폭죽놀이,
랑골리 아트, 다양한 단것들, 새 옷, 새 장난감등을 받을 수 있어서  이날을 학수고대했어요.  
여기 시애틀/사마미시에서도 위에서 말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디왈리(미국독립기념일 처럼)날에 터뜨리는 폭죽놀이가 그립습니다 

샨타는 인도의 북쪽지역에서 자랐으며 2004년부터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으며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시애틀 지역의 디왈리 축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ttp://seattlecenter.com/festal/detail.aspx?id=99 

전 세계의 셀레브레이션
샨타 두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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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도
메간 크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일이 당신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이것을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등의 새로운 경험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신나는 일이 되기도 해요.  제가 3학년때 저는 새로운 학교에서 하는 4-5 
학년 프로그램을 신청했어요.  이건 지난 몇 년동안 함께 했던 선생님들도 없고 친구가 전혀 없거나 
있어도 몇 명도 안되는 곳으로의 전학을 의미했죠.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컸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에 
당첨되었고 브라이우드 초등학교에서 4학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5학년 과정이 끝나갈 무렵에는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새로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친구도 사귀게 되었고, 저와 같은 선택을 해서 이곳으로 온 친구들과 더 돈독한 우정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어요. 새로운 경험이 무섭게도 느껴지지만 이런 경험이 오히려 당신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이 오히려 인생 최고의 
경험이 되기도 하니까요. 

킹 카운티 도서관 시스템 스터디 죤 프로그램

스터디 죤(Study Zone)은 학생들이 공부, 숙제를 하는 곳으로 자원봉자 투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며 또한 무료로 실행됩니다 

투터는 소그룹 형태로 1-5명의 학생을 지도합니다. 일대일의 심화된 투터링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유치원-6학년 학생들은 MSP/ HSPE를 포함한 전 과목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SAT 시험  
  준비도 도와줍니다.
• 7-12 학년 학생은 대학준비반 수준까지 한하여  투터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터들은 제 2 외국어 공부도 도와주며,  ELL학생들에게는 그들의 모국어를 사용합니다.

준비물:
• 설명서, 교과서, 숙제를 마치는데 필요한 읽기 숙제해오기.
• 특정 영역/기술의 연습을 원한다면 그에 필요한 워크 시트 또는 도구.
•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면 필기한 것이나 공부할 교재/ 보충 자료. 

투터는 워싱턴주가 실시하는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이수한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연령대는 고등학교 11학년부터 은퇴한 성인까지입니다. 

시간과 장소:
이사콰 도서관: 목요일 오후 6-8시. 

사마미시 도서관: 일요일 오후 3-5시, 월 –수요일 오후 6-8시
뉴포트 웨이 도서관: 매주 수요일, 목요일 6:30- 8:30.   

스터디 죤은 9월 11일에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kcls.org/study-zone/)를 방문하세요.



Your partnership with the Issaquah Schools Foundation benefits 
every student at every school in the district. Your donations give 

students opportunities to explore and cultivate their interests, 
thrive academically, and graduate with the skills they need for 

rewarding and productive futures.  Are you IN?

To learn more about the Foundation and to Donate online go to isfdn.org

Are You 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