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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독자 여러분께,

여름을 즐길 준비 되셨나요? 이 햇살, 따뜻한 날씨와 길어진 낮시간으로 더욱 활기찬 생활이 되길 
바라는데요. 왜냐하면 여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상관없이, 여름은 성큼 
다가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를 돌아보며, 본인에게 맞았던 것들을 검토하고 새학년을 준비하고 계획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저희 아이들처럼, 여름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름방학 계획들은 세우셨나요? 이사콰에서 제공되는 무료 
및/또는 저렴한 이벤트와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는, 이사콰시와 킹 타운티 도서관 섹션 (11, 
35와 37 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엑티비티에 관하여 말씀 드린다면, 올 여름 여러분과 아이들의 새로운 공원 탐험을 
위해 멋진 이사콰 공원 리스트들을 (99페이지)에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더없이 신선한 과일들과 야채들을 즐기실 수 있는 좋은 시기 입니다. 헬스와 웰빙 
섹션 (25페이지)에 실린 아주 맛있는 레시피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영어 이외에 다른 언어로 말 할 수 있습니까? 비영리 단체 One 
America에서는, 모국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5 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아이들과 학교(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시간과 열성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공연 관람,  교실에서 자원 봉사, 
기금 마련 동참, 숙제에 대해 묻거나  또는 학교에서 일어나 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등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 입니다.

이번 잡지도 즐겁게 봐주시길 바라며,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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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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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스쿨은, 학점 개선이나 추가 졸업 필수 학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이사콰 학군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머스쿨 교장 제프 맥고완의
전화번호 425-837-5902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 교육은 서머스쿨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수 교육 학생 중 증상이 가벼운 
학생은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EEL (English Language Learner) 서비스는 서머스쿨
 프로그램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EEL 핵생들중 
참여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서머스쿨 프로그램에 수강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디스트릭트 성적과 출석 절차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디스트릭트의 정책에 의하면, 3번 또는 이하의 결석 
시에는 패널티 없이 수강 과목에 대한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결석 하는 학생은 수강 과목에 대한 
학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학생 감독 관리는 수업 시간 동안 만이며 –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학교 캠퍼스에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 모든 수업은 등록자 수에 기반을 두며- 정원 미달 
과목은 언제든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수업은 선착순으로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 학생들과 부모님은  6월 25일이나 이전에  
온라인에서 스케줄 확인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수업료
• 400불
• 등록 마감은 6월 19일 저녁 11시 59분이며, 
서머스쿨 기간은 6월 27일부터 8월  1일 까지 입니다.
• 수업료는 6월 24일 저녁 11시 59분 이전에 완불 
되어야 하며, 미납 학생은 등록 취소 됩니다.
• 자격이 되는 재이수/학점 복구 학생들에 한해서 
부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정책
• 전액 환불은, 첫 수업 당일 또는 이전에 등록을
취소해야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업 시작 후, 이틀 이내의 등록 취소 시에는 
50프로만 환불 됩니다.
• 수업 시작 이틀 후, 등록 취소 시에는 환불 받지 
못합니다. 
• 위의 환불 정책은 Ecology Summer Research Class (생태 
하계 연구 클래스)에는 적용 되지 않는 수업으로 환불이 안 
되는 수업입니다.

교통
• 서머스쿨 기간에는 스쿨 버스 서비스가 제공 되지
않습니다. 여름 체육 수업은 학교 캠퍼스가 아닌 여러 
교외의 장소들이 포함 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콰 학군

고등학생 여름 계절학기 (서머스쿨)

Credit Recovery and/or Grade Improvement:   

서머스쿨 기간에는 스쿨 버스 서비스가 제공 되지 않습니다. 여름 체육 수업은 학교 캠퍼스가 아닌 여러 
교외의 장소들이 포함 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 고등학생 (9학년-12학년) 재학 기간중 학생들은 최대 4학기 점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 법에 따라, 원래의 성적은 증명서에 남게 되지만, 평점 계산 시, 이 전 학점은 합산하지 않으므로 
평점 (GPA)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English	 	 •	Lit	Comp	I	 	 •	Lit	Comp	II	 	 •	American	Lit
	 •		Social	Studies	 •	World	Studies	I&II	 •	European	Studies	 •	US	History	
	 •	NW	Studies		 	 •	Math		 	 •	CC	Algebra	1	 	 •	CC	Geometry	
	 •	CC	Algebra	2	 	 •	Science	 	 •	Biology	 	 •	Chemistry	  

    날짜: 6월 27일- 8월 1일
시간: 1교시 오전7시30분-10시.
        2교시 오전 10시 5분-오후12시 35분. 
장소: 이사콰 고등학교, 700 2nd Ave SE, Issaquah, WA 9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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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데이 조기 유아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Assistance Program ECEAP)와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은, 만 3세부터 5살까지의 아이들을 
위한 우수한 프리스쿨 프로그램 입니다. 현재 브라이어 
우드 초등 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며, 이 
프로그램들은 자격 조건이 맞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많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기 유아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Assistance Program ECEAP)과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사항들:
일반 학기 기간동안 하루 3시간 에서 3시간 30분 수업시간, 
주 4일 (월,화,목,금) 수업
브라이어우드 초등학교 등하교 스쿨버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가족 지원 서비스 ( 보건, 교제/정서, 리더쉽 기회)
교육, 고용 지원 및 직무 기술 훈련
육아 지원관계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직원들과 가족 참여
영양가 풍부한 식사와 간식

자격 조건
∙ 만 3세 부터 5세의 (8월 31일 이전 출생 기준) 어린이가 
있는 가정
∙ 가정 위탁 (Foster Care)/임시 친족 위탁 (Kinship Care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및
 생활 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수령 가정 
아이들
∙ 노숙 가정
∙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나 개별화 교육 계획 (Individualized
 Educational Plan)을 지원 받는 아이들
 ∙ 한정된 수입 가정 (연방 최저 생계비 가이드라인 참조) 

이사콰 헤드 스타트와 조기 유아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Issaquah Head Start & ECEAP)
브라이어우드 초등학교

문의 연락처:
ECEAP(조기 유아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Shannon Inton 
(샤논 인톤), ECEAP Family Support Specialist (ECEAP 가정 
지원 전문가), 425-837-5187, intons@issaquah.wednet.edu
Head Start (헤드 스타트): Kathleen Wood (캐슬린 우드), 
Head Start Family Support Specialist (헤드 스타트 가정 
지원 전문가), 425-837-5190, woodk@issaquah.wednet.edu.

이사콰 학군과 Cultural Bridges에서 이사콰 학군 가정 자녀들의 재등록 도움 안내를 위해 두 번의 도움 안내 행사를 
주최합니다. 학교 프로그램 정보 공유와 모든 질문에 성심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어린이 돌봄 서비스도 제공
됩니다. 통역사들과 다른 자원 봉사자들도 학부모님들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8월 12일, 오후4시-저녁7시: 아폴로 초등학교, 15325 SE 117th St, Renton
8월 12일 오전 9시-오후12시: 이사콰 벨리 초등학교, 555NW Holly St, Issaquah

재등록 도움 안내

파트-데이 프리스쿨 서비스

신입생

학교에 처음으로 등록하는 학생들은 8월에 학교 사무실로 방문하여 입학 등록 서류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학교 등록시 필요한 서류:
∙ 학생 출생 증명서나 여권
∙ 집 렌트 계약서나 구매 증명서
∙ 최근 공과금 고지서(수도•가스•전기)
∙ 예방접종증명서
∙ 보호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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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원!
저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원들을 소개 합니다.

뜨거운 열기를 식힐 수 있는곳:
콘플루언스 파크 (Confluence Park): 595 Rainier Boulevard N, Issaquah, WA 98027
다른 공원들에 비해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콘플루언스 공원은 벤치, 분수식 급수대, 많은 열린 공간들, 넒은 잔디 
구역, 데이블이 구비된 피크닉 쉘터 및 화장실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춘 공원 입니다. 파티나 모임을 위한 피크닉 
쉘터 예약 문의는 (425)837-3300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킹 (트레일) 하기 좋은 곳:
베어 리지 트레일 (Bear Ridge Trail): SR 900 and Talus Road, Issaquah, WA 98027
베어 리지 트레일은 킹 카운티 쿠거 마운틴 리저널 와일드랜드 공원 트레일 시스템과 연결 되어 있습니다. 트레일 
지도 #203S는 Green Trail Map이나 REI (Recreational Equipment, Inc) 같은 선별된 소매점에서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스윙과 클라이밍 하기 좋은 공원(놀이 구조물-정글짐 놀이터):
그랜드 뷰 파그 (Grand View Park): 2306 NE Natalie Way Issaquah, WA 98029
이름이 알려주듯, 이 공원은 방문객들에게  마운트 베이커 (Mount Baker)와 캐스케이드 산맥 (Cascade Mountain
Range)의 절경을 선사합니다. 그랜드 뷰 파크는 이사콰 하이랜즈 (Issaquah Highlands) 북부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로 여름이 다가오면 우리는 
야외활동을 위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구름에 덮혀 
흐린 몇 달을 지내다 보면, 반가운 마음에 햇빛 안전 
수칙을 잊기 쉽습니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 스크린 사용 이유?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는 피부를 손상 시키는 유해 자외선 
(UV)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SPF 15 이상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한 선 스크린 권장
사용량, 약 1온스정도의 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통 
기한이 지난 선 스크린은 비효율적이므로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자외선 노출 20-30분 전 선 스크린을 
바르시고, 두 시간마다 다시 바르며 물에 젖었을 때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 한 후에 발라야 합니다.

태닝 베드 사용 영향? 태닝 베드의 UV 광선은 피부
DNA를 손상시켜 피부 세포들이 악성으로 변형 될 수 
있습니다. 피부암 재단에 따르면, 실내 태닝 머신 
사용자가 사용한적 없는 사람들보다 흑색종 발생률이 
74퍼센트 더 높습니다.

피부암에 걸릴 위험은?  피부암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암의 가장 흔한 형태이다. 위험 요인: 쉽게 타는 
고운 피부, 빨간 머리, 파란 눈, 다량의 사마귀 또는 변형 
된 사마귀, 피부 암 가족력, 실내 태닝 경험 유, 야외 
작업이나 취미, 잦은 선번(sunburn)이나 태양에 노출되는 
경우.  사마귀나 점에 어떠한 변화나 변형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병원으로 연락하세요. 웹사이트 
overlakehospital.org를 방문하시거나 425-635-6600 
전화하셔서 검사 예약 하세요.

결론(요점). 그늘을 찾으세요. 나무나 건물의 그림자를 
잘 활용 하세요. 오전 10시와 오후 4시 사이의 직접적인
 햇빛 노출 시간을  제한하세요. 자외선을 차단 해줄 수 
있는 의류,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및  모자로 피부를 
보호하세요. 또한, 외출시에는 반드시 선 스크린을 
바르고 나가세요! 피부도 보호하고 즐거운 여름을 위해 
주의 사항들을 기억하세요.

오버레이크 메디컬 클리닉 위치와 진료시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overlakehospital.org/clinics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오버레이크 메디컬 센터

여름 피부 안전 수칙 



6이사콰시

6월 3일 금요일, 오후 3시- 9시: 이사콰 다운타운 와인 워크, Front Street에 위치한 Historic 
Station에서 체크인 하세요. 오셔서 라이브 음악, 미술품 및 다양한 와인 시음회들을 즐기세요. 
행사장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개인 와인잔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 화요일, 오후 5시-저녁9시: 네셔널 뮤직 데이, 이사콰 다운타운 Front Street (무료 이벤트)
7월 5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 이사콰 커뮤니티 센터 (ICC) 잔디위의 콘서트.
7월 8일 금요일, 저녁 6시-9시: 이사콰 다운타운 Front Street에서 ArtWalk. 지역 사업자들도 
만나고, 라이브 음악도 즐기고, 예술가들의 공연도 보고, 쇼핑 및 식사도 하세요. (무료 이벤트)
7월 12일 화요일, 저녁 7시-9시: 이사콰 커뮤니티 센터 (ICC) 잔디위의 콘서트.
7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9시: 이사콰 다운타운 Gas Station Blues, Historic Shell Station와 Front 
Street. 재능있는 블루스 예술가들을 소개합니다.
7월 19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 이사콰 커뮤니티 센터 (ICC) 잔디위의 콘서트.
7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9시: 이사콰 다운타운 Gas Station Blues, Historic Shell Station, Front 
Street.
7월24일 일요일, 오후1시-5시: 시마미시호 주립 공원 팔카딜리에서는 가족 무료 행사와 엘리 
로젠블랫의 휴식시간 원숭이와 마이키 마이크 라이브 공연, 새로운 놀이터, 자연 보물 찾기, 주니어 
레인져 프로그램 등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무료 이벤트 이며 사미시호 주립 공원에 주차 하시기 위해 
디스커버리 패스를 소지 하셔야 합니다.
7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 이사콰 커뮤니티 센터 (ICC) ‘잔디위의 콘서트’.
7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9시: 이사콰 다운타운 Gas Station Blues, Historic Shell Station, Front 
Street.
8월 2일 화요일, 저녁7시-8시30분: 이사콰 커뮤니티 센터 (ICC) ‘잔디위의 콘서트’.
8월 3일 수요일 오후1시-3시: 이사콰 커뮤니티 ‘Beat the Heat Splash Day’ 여름 열기 잡을 물놀이 
(무료 행사).
8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9시: 이사콰 다운타운 Gas Station Blues, Historic Shell Station, Front 
Street.
8월 5일 금요일, 저녁 6시-9시: 이사콰 다운타운 Front Street에서 ArtWalk. 
8월 9일 목요일, 저녁 7시-8시30분: 이사콰 커뮤니티 센터 (ICC) ‘잔디위의 콘서트’.
8월 11일 목요일, 저녁 7시-9시: 이사콰 다운타운 Gas Station Blues, Historic Shell Station, Front 
Street.
8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 이사콰 커뮤니티 센터 (ICC) ‘잔디위의 콘서트’.
8월 23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 이사콰 커뮤니티 센터 (ICC) ‘잔디위의 콘서트’.
8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 이사콰 커뮤니티 센터 (ICC) ‘잔디위의 콘서트’.

이사콰시 커뮤니티  5월과  6월 이벤트 및 행사:



7 초등학교 Apollo Elementary School  

6월과 7월 학교 행사:
6월 2일 목요일: 스피릿 데이, 학생회 주최 콧수염/염소 수염 데이.
6월 6일 월요일- 6월 10일 금요일, 저녁 6시-8시: 스콜라스틱 도서 박람회 (Scholastic Book Fair).
6월 7일 화요일, 저녁 6시-8시: 도서관에서 PTA (학부모 교사회) 정기 총회, 모든 분들의 참여 환영합니다!
6월 8일 수요일- 6월 8일 금요일: 5학년 캠프.
6월 16일 목요일: 종강일 (추후 변경 가능).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1시: 도서관 개관.
7월 7일 목요일 저녁 6시-7시30분: 도서관에서 스토리텔러 짐 쿠갠과 함께하는 스토리 시간.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1시: 도서관 개관.
7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1시: 도서관 개관.
7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1시: 도서관 개관.
8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1시: 도서관 개관.
8월 4일 목요일 저녁 6시-7시30분: 도서관에서 스토리텔러 마가렛 맥도날드와 함께하는 스토리 시간.
8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1시: 도서관 개관.
8월 11일 목요일, 오후 4시-저녁 7시: 아폴로 초등학교에서 재등록 도움 안내, 전체 학군에 개방 제공.
8월 12일 금요일, 오전 9시-오후 12시: 이사콰 벨리 초등학교에서 재등록 도움 안내, 전체 학군에 개방 제공.

야호! 아폴로 도서관이 7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개관 
합니다. 모든 아폴로 학생들은 방문하여 도서 
대출도 하고 이야기들도 듣기 바랍니다. 후지오카 
부인과 게이지 부인께서 새로운 책이나 좋아하는 
작가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교육 연구 조사에서  읽고, 읽어 주며, 다양한 
형태의 읽고 쓰기에 노출되는 아이들에게는 모든 
학년 기간 내내 꾸준한 학습 성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와 삶에서 
성공하려면, 아아들과 청소년들은 학습과 복습의 
근본적인 능력들을 위해 꾸준한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여름이 기회입니다.”라고 국립 여름 
학습 협회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여름 방학기간동안 일부의 학습 
손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교육 활동 참여로 
손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책들을 
즐겨 읽는 것 외에도, 삽화가 있는 이야기를 쓸 
수도 있고, 공원에서 수학게임하기 또는 박물관 
방문과 같은 즐겁고 다양한 여름 학습 활동들이 
있습니다.

친애하는 아폴로 학부모님들께

학부모 교사회(PTA)는 또 다른 멋진 한 해를 만들어
준 학생, 가족 및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월별
패밀리 디너와 빙고, 리플렉션과 예술의 밤, 스토리 
엑스포, 미줄라 어린이 극장, 다양한 쇼, 다문화 
교류의 밤, 과학 박람회 및 YMCS 패밀리 
펀아팔루자를 포함한 패밀리 펀 나이트 등의
행사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길 바랍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저희 PTA는 집에서 하는 수학과 
읽기, YMCA 쉬는 시간, 보충 스낵, 비상대비절차, 
스콜라스틱 책 박람회, 내셔널 지오그래픽 비
콘테스트, 미술 강사, 교직원 감사절, 자선적 기부, 
5학년 캠프, 풍부한 보조금 인리치먼트 그랜트, 
입법 지지 등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지원합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우리의 헌신적인 PTA 자원
봉사자들과 연간 가족 멤버쉽 및 기금 모금 행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16-17년에도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아폴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적 경험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여름 보내시길 바라며,
PTA 공동 회장 킴벌리 노코와 브랜디 실리토 

아폴로 도사관과 함께 하는 여름



8초등학교Briarwood Elementary School 

6월 7월의 학교 행사:
6월 3일 금요일: 팝콘 금요일.
6월 3일 금요일 오후 5시30분: 카니발.
6월 6일 월요일, 저녁 6시30분: PTA 위원회 모임.
6월 8일 수요일, 저녁 6시30분: 브라이이어우드 코먼스에서 유치원 뮤지컬 ‘How Does Your Garden Groove?’
6월 10일 금요일: 운동회.
6월 14일 화요일: 5학년 졸업식.
6월 16일 목요일: 종강일 (추후 변경 가능).
8월 11일 목요일, 오후 4시-저녁 7시: 아폴로 초등학교에서 재등록 도움 안내, 전체 학군에 개방 제공.
8월 12일 금요일, 오전 9시-오후 12시: 이사콰 벨리 초등학교에서 재등록 도움 안내, 전체 학군에 개방 제공.

문화 다양성
브라이어 우드는 다양성을 기념하는 것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장과 학과장은 모든 
브라이어우드의 가족들에게 학교에 해당되는 다른 국가 및 언어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설문 조사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저희의 문화적 연계 설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 82가정 설문 참여
• 56가정 다른 나라와 연계
• 35가정 다른 언어 사용
• 24명 번역할 의향 있음

PTA에서는 학교에서 있는 190개 국가의 국기 구입을 도왔습니다. 이 만국기들은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볼 수 
있으며, 도서관과 런치룸  전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브라이어우드에는 PTA 이벤트 정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이중 언어 구사 자원 봉사자들이 있으며 국제 다문화의 밤은 아주 멋졌습니다.  브라이어우드 가족들이 
적어도 15개국가들을 대표했습니다.
특별히 Anuradha Zade, Danielle Hunter, Kaustubh Mokal, Kimberlee Van Der Kolk, Laila Collins, Mrunal, Rebekkah 
Liebowitz, Anela Fiorito, Vidya Varadarajan 외에 올해의 국제 학생 교류의 밤을 위해 음식을 제공해 주신 자원 
봉사자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학교 자원 봉사 기회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PTA 웹 사이트를 참조 하시거나 학교 사무실로 문의 하세요.

행복하고 안전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며,

크리스틴 슬로컴
브라이어우드 PTA, 자원봉사단 부회장



9 초등학교 Clark Elementary School  

6월과 7월 학교 행사:
6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종일반 유치원 콘서트.
6월 8일 수요일, 저녁 7시-8시: 도서관에서 PTA 정기모임.
6월 9일 목요일: 교직원 감사의 주 점심.
6월 10일 금요일: 학교 놀이터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
6월 13일 월요일: 운동회.
6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30분: 5학년 졸업 행사
6월 16일 목요일: 종강일, 오전 11시 45분 하교.
8월 11일 목요일, 오후 4시-저녁 7시: 아폴로 초등학교에서 재등록 도움 안내, 전체 학군에 개방 제공.
8월 12일 금요일, 오전 9시-오후 12시: 이사콰 벨리 초등학교에서 재등록 도움 안내, 전체 학군에 개방 제공.

클라크 초등학교는 2년안에 (2017-18 년도 학기를 위해) 현 이사콰 중학교 부지로 이전합니다. 이사콰 중학교는 2016년 
6월달 안에 기존 캠퍼스를 비우고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여 2016-17년도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학교 
종강일 직후인 2016년 6월 안에 클라크의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현존 중학교 행정 
관리 지역, 코먼스, 주방 및 도서관을 재사용 및 현대화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밀폐 순환과 3층 건물 양쪽 
교실들은 160명의 확대된 학생들을 영구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콰 학군이나 클라크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리모델링 현황을 확인하세요.

신입생

처음으로 학교에 등록하는 학생들은 8 월에 학교
사무실을 방문 하여 등록 패킷을 받아가야 합니다.
학생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증명서 또는 여권
• 집 임대 또는 구매 계약서
• 현 공과금 고지서 (수도, 가스 또는 전기)
• 예방 접종 기록
• 보호자 운전 면허증 사본

버스/교통

자녀(들)의 버스 노선 정보가 적힌 엽서는 8월 
중순에 집으로 발송됩니다. 문의 사항은, 사무실 
(425) 837-633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클라크 초등학교 재건축

전교생 (매년 반복)

이사콰 학군 학부형들은 매년 8월에 온라인 등록 확인 절차 
(Enrollment Verification Process)를 완료해야 합니다. 링크는 
이메일을 통해 학부형에게 발송될 것입니다. 또한, 
디스트릭트 웹 사이트에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작성  문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6-17년도 클라크 초등학교 Handbook Signature Page 
(핸드북 서명 페이지)
• Confidential Emergency Health Information Form (비밀 
비상 의료 정보 양식)
• 킨더-5학년 학생 Responsible Use Agreement (인터넷 
사용가능 여부 방침 )
• Walking Field/Activity Trip-Parent/Guardian Permission 
Form (현장 학습 - 학부형/보호자 허가 양식)
등록 확인 절차를 마치시면서, 전화 번호, 비상 연락처 
및 주소가 포함된 정보들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클라크 학교 사무실
학교 사무실은 6월18일에 닫았다가 8월5일에 재오픈 합니다. 8월 사무실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정상 업무 시간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시작은 8월 29일부터입니다.

재 등록 새 2016-17 학년도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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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과 7월 학교 행사:
6월 1일 수요일, 오전9시-11시: 블레이클리 홀에서 자원봉사자 감사 행사.
6월 3일 금요일 오후 1시30분-3시30분: 놀이터에서 팝콘 금요일.
7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30분-오전 11시: P8에서 PTSA 정기 회원 모임.
7월 8일 수요일, 오후 5시30분-저녁 7시30분: 운동장에서 여름 축제.
6월 16일 목요일: 주인없는 모든 분실물품 기부합니다!
6월 16일 목요일: 종강일 (추후 변경 가능).
8월 11일 목요일, 오후 4시-저녁 7시: 아폴로 초등학교에서 재등록 도움 안내, 전체 학군에 개방 제공.
8월 12일 금요일, 오전 9시-오후 12시: 이사콰 벨리 초등학교에서 재등록 도움 안내, 전체 학군에 개방 제공.

자원 봉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랜드 리지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저희의 프로그램들과 행사들을 가능케 해주신 모든 멋진 
분들에게 감사를 드릴 시기입니다. 직원들과 학부형 및 청소년 자원봉사자분들이 시간과 돈과 
아이디어 선물로 저희 학교가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배움의 터전이 되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봉사해주신 모든 일들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Visit grandridgeptsa.org and click on ‘Volunteer’
• Contact our Volunteer Director at grptsavolunteers@gmail.com
• Like us on our Facebook page, Grand Ridge Elementary PTSA

다음 학년도 자원 봉사 기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 웹사이트 grandridgeptsa.org로 가셔서 ‘Volunteer’를 클릭하세요.
• 발렌테어 디렉터 이메일 grptsavolunteers@gmail.com으로 연락하세요.
• Grand Ridge Elementary PTSA 페이스북 페이지로 가셔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6월 8일 오후 5시 30분에 있는 학년말 커뮤니티 
축제인 서머페스트 행사에 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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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과 7월 학교 행사:
6월 10일 금요일, 저녁 6시-8시: 다용도실에서 아이스크림 파티.
6월 16일 목요일: 종강일 (추후 변경 가능).
8월 11일 목요일, 오후 4시-저녁 7시: 아폴로 초등학교에서 재등록 도움 안내, 전체 학군에 개방 제공.
8월 12일 금요일, 오전 9시-오후 12시: 이사콰 벨리 초등학교에서 재등록 도움 안내, 전체 학군에 개방 제공.

이스트킹 카운티의 킹 카운티 도서관 서비스 도서 
전쟁 대회의  이스트 킹카운티의 그랜드 글로벌 리딩 
챌린지의 우승 캔디 크루세이더스 리딩팀에게 
축하드립니다. 캔디 크루세이더스는 최고의 머서 
아일랜드와 벨뷰 초등학교 팀들 사이에서 굳건하고 
대등하게 겨뤄 1등 리본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10월 중순에 시작한 글로벌 리딩 챌린지는 학생들이 
다양한 장르의 책 여섯권을 읽도록 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팀의 일원으로 격려 했습니다.”라고 IVE의 
사랑받는 사서 제니퍼 리치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1권이건 6권의 책 모두를 읽던,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라고 장려하였습니다.”
 글로벌 리딩 챌린지를 통해서, 학생들은 다른 시기의 
문학과 다문화적 관점의 책들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문학에 노출 됐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다양한 독해 
능력의  리더들과 팀이 되어 도전 받았습니다. 
“이스트 킹 카운티 글로벌 리딩 챌린지 도서 
전쟁에서 우승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적인 일이며, 
IVE의 글로벌 리딩 챌린지 캔디 크루세이더들이 
시험에 얼마나 준비가 잘되어 있었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사서로서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미스 리치는 말했습니다.

이사콰 벨리 초등학교의 5학년 볼룸 댄스  프로그램의 목적은 아이들에 사교 댄스를 통해 사회적 인식, 자신감 그리고 
자존감을 키우는것 입니다. 강사 챈텔 레이는20번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룸바, 메렝게, 왈츠, 스윙, 폭스트롯, 힐토 
폴카와 탱고를 가르쳤습니다. 3월에 열린 “Colors of the Rainbow” 대회 준결승전에서 여섯 댄스 커플들(12명의 
학생들)이 IVE를 대표하였습니다. 춤에 대한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보여 줌으로써, 이사콰 벨리 초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하며 골드 트로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같은 학생들이 6월11일 토요일 페더럴 웨이에 위치한 토드 비머 
고등학교에 있을 결승전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모든 비용은 이사콰 벨리 초등학교 PTA에서 지원 되었습니다. 재미있게 운동도하고, 고전 춤동작을 
배우며, 서로 소통을 배우는것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존중과 품위와 에티켓이라는 인생의 기술들 또한 배웠습니다.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이사콰 벨리 초등학교에서 지속되며 더 나아가 다른 초등학교로도 확장되길 바랍니다.

글로벌 리딩 챌린지 우승자들!

댄스 수업



12초등학교Sunny Hills Elementary School 

6월 7월 학교 행사:
6월 10일 금요일: 추억의 레인 걷기 (추억 돌아 보기).
6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오후 12시: 비버 레이크 로지(Beaver Lake Lodge)에서 PTA 정기 회원 모임 및 종강 기
념 브런치 파티.
6월 16일 목요일: 종강일 (추후 변경 가능).
8월 11일 목요일, 오후 4시-저녁 7시: 아폴로 초등학교에서 재등록 도움 안내, 전체 학군에 개방 제공.
8월 12일 금요일, 오전 9시-오후 12시: 이사콰 벨리 초등학교에서 재등록 도움 안내, 전체 학군에 개방 제공.

2016년 9월 1일, 32개의 교실과 운동장, 버스와 순환 구역 및 주차공간을 포함한 새로운 81,000 
평방 피트의 서니 힐즈 초등학교 오픈 예정입니다. 현 학교 건물은 기존의 체육관과 2개의 
가건물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될 것입니다. 
2016년 4월 현재 상황 (최근 공사 상황은 학교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지붕 완료.
• 외장 거의 완공.
• 빗물받이 공사 진행 중.
• 교실 창문들 설치.
• 매장 유리문 가조립.
• 실외 금속 사이딩 거의 완료.
• 교실 석고, 페인트, 비닐벽 커버링, 캐비넷, 천장 그리드, 조명, 환풍기 공사 및 설치 중.   
• 문 설치.
• 냉난방 및 환기장치 설치, 보일러, 온수기 및 기계실 배관 설치.
• 부엌, 체육관 및 커먼즈 석고 바르기전 배선 연결. 
• 전력 공사 완료.
• 2단계 공사 5월에 시작.

건설 현황 소식



13 초등학교 Sunset Elementary School  

6월과 7월 학교 행사:
6월 2일 목요일, 저녁 6시-8시: ‘Eager Reader’ 파티.
6월 3일 금요일: 아빠와 함께하는 쉬는 시간.
6월 6일 월요일, 오전 9시-11시: PTA 정기 회원 모임.
6월 7일 화요일: 운동회.
6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11시:  학년말 진급 기념식!
6월 16일 목요일: 종강일 (추후 변경 가능).
8월 11일 목요일, 오후 4시-저녁 7시: 아폴로 초등학교에서 재등록 도움 안내, 전체 학군에 개방 제공.
8월 12일 금요일, 오전 9시-오후 12시: 이사콰 벨리 초등학교에서 재등록 도움 안내, 전체 학군에 개방 제공.

 Attendance Line 업데이트
 이미 알고 계셨듯이, 전 Attendance Line은 더이상 이용 하실 수 없습니다. 새 전화라인이 
봄방학 기간 중에 설치 되었으며 5650으로 끝나는 번호는 더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셋의 새로운Attendance Line (425)837-5600으로 전화 하셔서 1번을 누르신 후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학교 교육 자금 모금을 위한 박스탑 (Boxtops)과 라벨 (Labels) 모으기 행사가 돌아왔습니다.
 많은 박스탑의 유효기간이 2016년 6월에 만료 되오니, 처리를 위해 시일 내에 학교로 보내 주세요. 
박스탑 프로그램은 지속되는 반면에,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라벨은 8월 중에 종료 
되므로, 처리를 위해 반드시 시간에 맞춰 모아야 합니다. 자녀의 이름과 선생님의 이름을 앞에 적은 
봉지나 봉투안에 모든 라벨과 상자 박스탑을 모아서, 학교 입구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위치한 수집백에 넣어 주세요. 일부 박스탑과 라벨은 만료일이 표시 되어 있으니, 일년 내내 
정기적으로 보내주세요. 공짜 돈을 받는 것과 같으므로, 주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수집 도움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쉬운 모금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 학년도에 100명 미만의 참여 학생들을 통해  박스탑으로 $1,000 이상,  라벨로 9,580 
포인트 이상을 모았습니다. 만약에 더 많은 가족들이 참여하여 모았다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박스탑에나 라벨에 대한 문의는, 수잔 알버트슨의 이메일 
carrell_s@msn.com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박스탑 (Boxtops) 모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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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솔 비져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한 팁

여름은 우리 자신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 건강에 좋은 과일이나 채소들이 더욱 
풍부하고 맛있으며, 거기에 더하여 햇볕이 다른 야외 활동들을 더 즐겁게 해줍니다. 
여름에  더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1. 뒷 뜰이나 공원에서 바베큐를 즐기세요.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함께 야외에서
 식사 하세요!

2. 바닷가로 놀러 가세요. 바다는 날씨가 뜨거울 떄, 더위를 식히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3. 하이킹 하세요. 이사콰와 워싱턴 주 주위에는 수많은 멋진 등산로가 있습니다. 
맞는 편한 신발과 여분의 물과 간식을 준비하세요.

4. 햇살을 즐기세요: 햇빛은 거의 모든 신체적 과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리적 격려로 우리의 일상 생활방식을 향상 시킵니다. 산책하기, 자전거 타기, 
캐치볼을 하거나 가만히 햇볕을 쬐세요 (하지만 장기적인 노출을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사용) .

5. 건강한 다이어트를 시작하세요. 우리가 먹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소다를 스파클링 워터로, 감자칩을 신선한 계절 
과일로 바꿔보세요. 또는 하루를 스무디로 시작해 보세요!

그린 스무디
2인분
재료
망고 1 컵 
코코넛 워터 1컵
치아시드  2테이블스푼
케일  한줌
생강 1 센치정도

만드는 법:
모든 재료를 블렌더에 넣고 곱게 갈아준다. 

그린 망고 샐러드:

그린 망고 (덜익은) 2개, 껍질 벗긴 후 깍둑썰기
스위트 어니언 ½개, 세로 방향으로 썰기
할라페뇨 1개, 씨 제거 후 잘게 다지기
신선한 라임 주스 2테이블스푼
소금과 갓 갈아놓은 후추

만드는 법:
볼에 망고, 양파, 헬라페뇨, 라임 주스를 넣고 섞는다. 
소금과 후추로 양념을 한 후 바로 드세요.

여름철 건강을 위한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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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과 7월 학교 행사:
6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12시: PTSA 이사회 트렌지션 및 계획 회의.
6월 4일 토요일: 밴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학생들 아이다호 ‘Silver Wood Theme Park’로 원정 공연.
6월 7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8시: 합창단 마지막 콘서트.
6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40분: 조기 하교 및 조례.
6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2시: 이사콰 학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빌딩에서 PTA/PTSA 새로 선출된 
위원들과 의장 트레이닝.
6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40분: 학생들 조기 하교. 교사들 성적표 작성 완료. 
6월 16일 목요일, 오전 9시40분: 종강일. 학생들이 연례 카니발을 즐길 수 있도록 조기 하교.
8월 31일 수요일: 6학년 진급생들과 신입생 WEB오리엔테이션.

학년말이 다가 올수록, 우리 이사콰 중학교(IMS)는 얼마나 멋진 해를 보내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직원들은 
열심히 일해 왔으며, PTSA는 매우 협조적이였으며 학생들도 훌륭했습니다. 시스템은 제역할을 하며 양질의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년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학생들이 매우 분주합니다. E-news 확인 잊지 
마시고, 다가오는 이벤트들은  IMS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학생들이 이번 학년을 끝마치면, 나머지 짐들을 싸서 새로운 캠퍼스로 이전 합니다. 이사콰 고등학교 북쪽에 
위치한 새 이사콰 중학교는 6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54 에이커의 학업 캠퍼스를 만들 것입니다. 
새로운 학교는 많은 프로그램, 교육 과정 및 기능적 장점들을 제공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번 여름, 새 학교로 이사가는 준비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요청할 수 있는 몇몇 독특한 
부탁을 위해 자원봉사자 목록에 추가되시길 바라신다면, 
이사콰 중학교 PTSA 웹 사이트를 통해 자원해 주세요. 
웹사이트 자원봉사자 목록에 엑세스 하시려면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남은 3달동안, 특히 6월에는 주로 도서관과 
관련된 책 및 비품 포장을 포함한 다양한 작업들을 위해 
온라인 사인업이 보내질것 입니다.

8학년 셀러 브레이션 크루즈

6월 8일, 8학년 에셈블리 후  8학년 크루즈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고시 크루즈 시애틀 스피릿호에 
승선하여 시애틀항을 관광할 예정입니다.  모든 8학년 
학생들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크루즈 비용은  $50.00 입니다. 만약 본인이나 친구중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면, 장학금 사무실의 모건 여사를 
만나 보세요.

6학년으로 들어오는 학생의 가족들은 모두 주목하세요.

이번 여름 동안 9월 1일 개학날 자녀들이 학교를 시작 하기전 확인하셔야 할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6학년으로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은 Tdap 예방접종을 해야합니다.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이
만 11세가 되어야 하며 만약 9월 1일 전에 만 11세가 안돼면 학교 간호사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모든 고등 
학교 입학 예정 학생들은 수두 백신 2번 맞아야 합니다. 모든 예방 접종 날짜를 가능한 한 빨리 학교 간호사에게 
보고하세요. 

만약 내년에  IMS에서 운동을 할 계획이라면,  스포츠 검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6년 6월 15일 이후로 의사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의사 진료 사무실이 매우 바빠지므로 미리 예약하세요. 
여름동안에 개학 체크인 및 완료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 하세요. 9월 1일 개학날 여러분 
모두를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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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월 학교 행사:
6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8시: 밴드 콘서트.
6월 7일 화요일, 저녁 7시-8시: 합창단 콘서트.
6월 9일 목요일, 저녁 7시-8시: 오케스트라 콘서트.
6월 16일 목요일: 종강일 (추후 변경 가능).

저희 가족은, 하나같이 여름 방학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오전 6시에 울리는 알람소리 없는 여유로운 아침을 좋아합니다. 
이런 불규칙한 날들이 계속 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스크린 타임 시간이 점점 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자면, 아이들의 스크린 타임 제한 및 관리는 점점 소홀해지게 됩니다. 아이들의 방학
전에, 디바이스와 앱이 아이들에게 안전하며 연령에 맞는지 확인하고 점검 하시길 원하실텐데요. 여기 
어린이 온라인 보호 안전 수칙 5가지 팁을 알려 드립니다.

1. 웹 필터를 설치
집에는 자물쇠나 유아 안전 잠금장치를 설치해서 집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안전한 인터넷 안전 필터를 
설치하여 디지털 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인터넷 서핑중 성인물을 쉽게 발견하고 볼 수 있습니다. 
기기에 따라 다르지만,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나이에 따른 필터 설정으로 아이들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브라우져와 일부 앱은 부모님들이 필터 설정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무료 
웹 필터를 설치하거나 모니터링으로 성인 콘텐츠들을 차단 할 수 있습니다.

2. 적정 연령 앱 다운로드
구글플레이나 아이튠즈에 150만개 이상의 이용 가능한 앱이 있지만, 가족들이 교육적이며 나이에 맞는 앱을 찾는다는 
것은, 아마도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구글플레이에는 가족 
친화적 콘텐츠 가족 별과 아이튠즈에는  교육용 앱 섹션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여전히 수용할 수 있는 
앱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커먼 센스 미디어 앱의 리뷰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교육 
앱을 추천합니다.

3. 휴대전화 및 태블릿을 위한 취침시간 만들기
어느날 문득, 부모님들이 화면에 고정된 아이들의 시선을 발견 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기로부터 아이들을 분리 
시킬수 있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장치의 취침 시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지정된 지역에서만 
충전기를 사용하게 하고 밤에는 아이들이 본인의 기기를 집어 넣게 합니다.

4. 가족 인터넷 방침을 게시하기
가능하면 가족은 화면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식사를 해야 합니다.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가족들이 
화면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저녁 식사 시간을 이용해 기기와 관련된 대화를 한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녁을 한쪽으로 
치워 놓고,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앱을 확인하고 공유하거나 보안 또는 개인 정보 관련 뉴스 기사에 대해 논의 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이용하여, 가족의 인터넷 방침 또는 기기 권한을 만들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안전, 존중 그리고 책임감의 학교 교칙을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5. 함께 놀아주기
아이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세계 탐색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함께 소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말하기를 통해 개인 정보 공유하기와 안전하게 메시지 보내기, 스팸 메일 방지 및 앱 보호 유지를 
아이들에게 가르 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온라인에서 함께하며, 적절한 온라인 행실의 모범을 보이며, 어떤게 건전한 
디지털 생활인지 보여줄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앤 리빙스턴
부모겸 디지털 세계에서 아이 키우기의  저자

어린이 온라인 보호 안전 5가지 팁



17 중학교 Pacific Cascade Middle School  

6월 7월 학교 행사:
6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8시: 밴드 콘서트.
6월 7일 화요일, 저녁 7시-8시: 합창단 콘서트.
6월 9일 목요일, 저녁 7시-8시: 오케스트라 콘서트.
6월 16일 목요일: 종강일 (추후 변경 가능).

비밀은 없다: 무엇을 입력하는지 입력하기전에
생각해보세요. 절대로 이름, 주소, 전화 번호, 사진, 또는
재학 중인 학교 이름과 같은 본인의 개인 정보를 사이버 
공간으로 전송하지 마세요. 이메일은 마우스 클릭으로 전달 
될 수있습니다. 타인에게 보내진 개인 정보는 매우 빠르게
다른 사람에게 전송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현명해 지자: 먼저 부모/보호자와 함께 확인하지 않은
온라인 “친구”를 직접 만날 계획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부모/보호자가 만남을 승인할 경우에는 보호자 동반으로 
공공 장소에서 만나세요. 아무리 상대방이 온라인에서 
친절하고 재미있어 보여도, 현실에서는 완전히 다를수도 
있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온라인 행동은 본인 책임입니다. 
상대를 공격하거나 괴롭히지 마세요. 또한, 다른 사람이 
온라인에서 시비를 걸어와도 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온라인에서 당신을 불쾌하게 하는사람이나 어떤일이 
발생하면, 즉시 신뢰할 수있는 어른에게 말하세요! 도움 
요청을 받은 어른은 모니터와 기기의 정보를 보고 법집행 
기관에 신고 여부를 결정해 주세요.

학부형을 위한 조언
가정에서의 인터넷에 대한 안전 지침

해마다 5명 중 한명의 십대가 온라인상으로 성적 요혹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십대 자녀를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부모님들도 인터넷이 사용법을 배우시고 
자녀의 컴퓨터 이용을 예의 주시합니다.

서면으로 인터넷 안전 계획서을 만드세요. 인터넷과 이메일 

이용을 위한 규칙을 정하세요. 귀하의 십대 자녀가 
온라인상에서 성적 유혹을 받거나 온라인에서 겁먹게 하는 
것을 접하게 되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들을 수립하세요. 계획에 서명하고 컴퓨터 근처에 
게시합니다. 십대 자녀가 온라인에 개인 정보를 공개 하지 
않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필터링이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고려해 보세요. 당신이 
십대의 온라인 이용을 제어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러한 
장치들은 학부형의 개입 및 감독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자녀들은 학교와 공공 도서관 그리고 친구의 
집에서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루밍’ 징후에 관해 알고 계세요. 어린 아이에게 어떤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목적으로 하여 온라인에서 
접촉하려는 행위를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십대 자녀나 
주위의 아이에게든, 온라인 ‘그루밍’이 의심 되시면, 해당 
지역의 법집행 기관에 신고하세요.

공유하지 말아야할 이름, 나이, 학교, 전화 번호, 집주소 및 
사진 등을 포함한 목록을 함께 작성하세요. 십대 자녀와 
자주 대화하세요. 아이의 다른 친구들에 대해 대화하듯이 
온라인 친구에 대해 대화하세요.

이 정보는 워싱턴 주 공공 교육 학교 안전 센터 교육감 
사무실 http://www.k12.wa.us/SafetyCenter/에 의해 
제공됩니다.

십대를 위한 사이버 안전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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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목요일, 오전11시: 이야기 팀 스토리텔링 쇼
휘트먼 이야기꾼들의 젠과 냇 휘트먼이 진행합니다. 3세 이상. 
팀과 함께 하는 승리는 항상 더욱 달콤합니다! 탠덤 이야기꾼들이 
알려 주는 살아있는 설화에 뛰어 올라 재미에 참여하세요.

7월 6일 수요일, 오후7시: 폰테 엘 리트모(Put your Rhythm On) 
음악 워크샵
엘시타 사바니와 제프 “봉고”부슈가 진행합니다. 전연령대 환영. 
그 누가 악기에 대한 재미있고 신나는 프로그램에 저항 할 수 
있을까요! 온 가족들과 함께 실습, 요청과 응답 리듬 및 쿠바와 
브라질의 악기들을 강조한 노래 워크샵과 함께 하세요. 
스페인어와 영어로 진행됩니다.

7월 7일 목요일, 오전10시: 여기엔 무엇이 자라나요? *
에릭 오데가 진행합니다. 전연령대 환영. 잭 래빗은 자신의 야채 
정원에서 열심히 일하였지만, 모든 것이 그가 계획하고 바라던 
바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고에너지 안의 음악과 시로 채워진 
콘서트에서 수상 경력 아동작가 및 작곡가와 함께 하세요

7월 11일 월요일, 오후1시: 픽클스타인 교수의 물리학 공장 과학 쇼 *
빌 로비슨이 진행합니다. 전연령대 환영. 기발한 이 물리학자가 
많은 엉뚱한 실험과 바보스런 창조물과 얼빠진 도구들을 
자랑합니다! 물질적인 희극과 마임, 음악과 마술 및 음향 효과를 
이용하여 “교수님”이 아이작 뉴턴의 세가지 운동 법칙을 실례를 
들어가며 보여줍니다.

7월 14일 목요일, 오전11시: 사운드 코치: 릴레이 독서 마라톤
소란스러운 사람의 찰리 윌리엄스이 진행합니다. 전연령대 환영. 
독서 릴레이 안에서 경쟁하며 소리의 속력에 매료되세요. 보컬 
에어로빅을 시청하거나 게임도 하고  공연도 하세요! 모음 아치와 
치찰음 동기화와 스트레칭에 대해 보고 배우세요.

7월 18일 월요일, 오후1시:  강에서 하는 모험 쇼*
코끼리 우산의 마이키 마이크와 리사 테일러가 진행합니다. 
전연령대 환영. 현지의 개울과 강과 시냇물을 따라 자연과 인간이 
만든 불가사의를 발견하는 황홀하고 환상적인 “보트 타기”와 함께 
하세요.

7월 21일 목요일, 오전11시: 세계 각국의 게임하기*
버크 문화와 자연사 박물관이 진행합니다. 5세부터 12세 아동. 
놀이는 다른 세계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 세계를 통틀어 환경과 사회 및 전통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재밌고 흠미로운 게임으로 보여주며 배웁니다. 
등록하세요.

7월 24일 일요일, 오후1시: 해피 플래닛 댄스 파티와 쇼 *
라드 과학자 마이키 마이크가 진행합니다. 전연령대 환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과학의 일부를 발견하실 준비를 
하세요.  재미난 노래들로 뛰고 노래하며 춤추고 리듬을 타세요. 
우리의 지구를 건강하게 지키고 우리 몸이 움직이게 유지하는 
자연과 엄청난 과학에 대해 배우세요.

7월 28일 목요일, 오후1시30분: 동물들과 함께 하는 맞추기 쇼
빨간 실이 진행합니다. 전연령대 환영 가족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의 민속 노래와 이야기 속의 활기찬 음악과 인형극 안에서 
왕성한 모험을 하는 동물들에게 합류하세요. 사랑스러운 동물 
인형들은 게임과 적응을 해가며, 전략이 힘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됩니다.

7월 31일 일요일, 오후1시: 노스웨스트 자연 일기 아트 워크샵 *
몰리 하시모토가 진행합니다. 8세 이상. 우리의 아름다운 워싱턴 
주에 세 개의 국립공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북서쪽 
특별한 야외에서 동식물들을 스케치하고 색칠하는 것을 배우면서 
독특한 동식물 종을 관찰하기 위한 최적의 하이킹을 발견하세요. 
등록하세요.

8 월6 일 토요일, 오후1시: 과학 스포츠 워크샵 *
재치 있는 과학자가 진행합니다. 5세 이상. 과학 스포츠 워크숍에 
참가할 모든 선수들을 초대합니다! 이 상호작용 프로그램에서는 
팀에 합류하여, 활력이 띄는 운동들이 가득한 특별 장애물 코스를 
통해 체력과 두뇌를 시험 할 수 있습니다.

* 이사콰 도서관의 친구들이 후원합니다.

여름 기간 동안 제공되는 도서관 활동

하계 독서는 6월 1일에 시작합니다! 온라인 등록을 하시거나 
도서관에서 독서 일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은 5개 
조기 학습 활동 후에 꽤 괜찮은 상품을 받을수 있고, 10개를 
완료하면 최종 상품을 수령하게 됩니다. 초등학생 독자들은 
500분의 독서 후에 꽤 괜찮은 상품을 받으며, 1000분의 독서 
후에는 최종 상품을 수령 하실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자신의 기록을 추적하고자 하는 경우, 
www.kcls.org/kids/summe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은 
7월18일부터 48개의 모든KCLS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 우드랜드 파크 동물원 티켓 신청 양식 또한 6월1일부터
7월18일까지 도서관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중고등 학교 프로그램: 삼성 갤럭시 태블릿 당첨 받고 싶으세요?
킹 카운티 도서관 시스템은 십대들을 위한 여름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Get in the Game—Read! 읽기 한판 
승부하기!’ 라고 부르며 모든 킹 카운티 도서관에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각 도서관마다 십대들이 독서/활동 일지를 받고, 12시간의 
독서를 하거나 7개 활동을 끝낸 후에 일지를 제출하여 삼성 
갤럭시 태블릿에 당첨된 학생들에게 수여합니다. 여러 번 원하는 
만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름을 입력 시킬 수 있습니다.

제자리에, 준비..……..읽으세요!
2016 년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하계 독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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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of 2016

고등학교 Issaquah High School  

6월과 7월 학교 행사:
6월 4일 토요일, 저녁 8시-밤 12시: 씨애틀 EMP에서 졸업반 무도회 (프롬).
6월 7일 화요일: 5교시 부터 6교시에 12학년 기말고사. 학생들은 일반 수업 시간 동안 기말 고사 시험을 본다. 일반 수
업 시간 동안 시험을 치른 12학년들은 더이상 5-6교시 수업 출석 안함.
6월 8일 수요일: 3교시 부터 4교시에 12학년 기말고사. 3-4교시 기말 고사 시간  50분  수업 종 변경.
6월 9일 목요일: 1교시부토 2교시 12학년 기말 고사.
6월 10일 금요일, 오전 8시-10시 30분: 이사콰 고등학교/피커링 반에서 졸업생 아침식사 및 졸업식 리허설.
6월 10일 금요일, 오전 9시-11시 30분: 회의실에서 PTSA 정기 회원 총회.
6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9시: 이사콰 고등학교에서 12학년 바칼로레아.
6월 13일 월요일, 저녁 8시-10시: 졸업식- 졸업생들 학교에서 오후 5시 30분에 버스로 세이프고 경기장으로 이동.
6월 13일 월요일, 밤 11시-11시 59분: 새벽 5시까지 졸업생 올나잇 기념행사.
6월 16일 목요일: 종강일 (추후 변경 가능).

조식 리허설 6월10일 IHS 체육관에서의 조식 리허설은 
모든 졸업반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졸업 
리허설은 졸업 예정 학생들만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졸업 
전에 학생들이 리허설에 앞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하며 또 
하나의 추억을 함께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의 성공을 위해 아침 식사 음식 기부와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엘렌 알칸의 이메일
ellenalkan@hotmail.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10일 졸업생 바칼로레아
바칼로레아는 모든 졸업반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기쁨을 나누며 영감을 주는 연례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졸업반 학생들의 연설과 공연이 포함됩니다. 
이 이벤트는 우리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하나로 만들고 
졸업반 학생들을 기념하며 교육자,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존중으로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는 행사 입니다. 문의 
사항은 키리 알렉산더 이메일 jkralexander@comcast.net
로 문의하십시오.

졸업식은 6 월 13 일 세이프코 필드에서 개최됩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은 네 개의 무료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도교사가 필요 조건 충족 및 달성을 확인하고 졸업생은 
벌금, 필수과목에서 모자란 학점, 출석문제 및 조사 자료 
누락을 클리어하면 졸업생의 졸업 허가가 나옵니다. 
학생들은 상담 사무실에서 티켓을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추가 티켓은 $10에 판매됩니다. 추가 티켓 수매량엔 
제한이 없으나, 티켓을 분실하시는 경우에는 환불 및 
교환이 불가합니다. 6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6월6일부터 10일까지 회계 창구에서 찾아 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식 당일 입구에 있는 회계 창구에서도 
판매 될 예정입니다.
• 졸업식에 참여하기 위해 졸업생들은 본인의 지도 

교사에 의한 졸업 허가 인증를 받아야 합니다.
• 학생들은 버스 탑승을 위해 오후 5시 반 전에 
반드시 학교에 도착해야 합니다.
• 학생들은 자신의 지정된 버스를 타고 졸업식에 
가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참석 할 수 없습니다.
• 졸업생은 임의대로 자신의 졸업 복장(모자와 
가운)을 고치거나 꾸밀 수 없습니다.
• 학교에 어울리는 복장이어야 하며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거나 가운 또는 모자를 장식하기 
위한 액세서리는 포함 할 수 없습니다.
• 세이프코에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졸업생 밤샘 축하연
밤샘 파티는 언제나 졸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다양한
음식과 오락을 완비한 공연장은  안전하고, 금주이며, 
재미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 파티입니다. 졸업식 직후 바로 
시작되는 축하연은 졸업생이 버스를 타고  준비된 세곳중 
첫 번째 축제의 밤의 장소인 “비밀”이란 장소로 안내됩니다. 
이 즐거움 가득한 축제는 학부형들에 의해 계획하고 
지불(학생당 $195의 비용)되며 IH PTSA에서 후원합니다. 
전체 및 부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모든 졸업생들이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기밀 유지됩니다. 
본인이나 주위 아는 사람이 이 이벤트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으신 경우, 이벤트 수석 위원장 콜린 볼크에게 이메일
ncvolk@gmail.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장 픽업은 카운셀링 사무실 근무 시간에 픽업. 공식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는 졸업식장에서 받은 기념 졸업장 
커버를 학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졸업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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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과 7월 학교 행사:
6월 9일 목요일, 저녁 7시-9시: 12학년 바칼로레아
6월 10일 금요일, 오전 8시-10: 리버티 12학년 아침 식사.
6월 13일 월요일, 오후 1시-2시 30분: 세이프코 경기장 (Safeco Field)에서 졸업식.
6월 13일 월요일, 오전 9시-11시: 리버티의 졸업 파티, 정확한 출발과 반환 시간은 6월 초에 공지.

2016 년 FRC 경합은 리버티 고등학교의Iron Patriots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포틀랜드 지구 결승전에 가입 
선발 된것뿐만 아니라, 준준결승까지 오르며, 4월 28-
30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Iron Patriots이 자랑스러워 하는 과학 및 기술의 영감과 
업적(FIRST)에서 올해에 받은 2개의 상:  
* 우수 엔지니어링 상
* 산업 디자인 상

리버티 고등학교 로봇 클럽은 신입생부터 졸업반 학생들로, 
일부는 리버티가 아닌 런닝 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네번째 조립 시즌을 완료하고 FIRST FRC 경합의 네 번째의 
대회 시즌에 참가합니다.
가입에 관심이 있으시면, 임원에게 문의하거나 회의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회의 시간 및 추가 정보는 온라인  
www.frc4131.wordpress.com에 게시됩니다.

전국 대회로 가는 로봇 팀

2016년 졸업생 바칼로레아

회고의 저녁
졸업반 학생들과 그 가족을 위한 학생 주도 
영감의 밤. 졸업하기 전 마지막으로, 2016년도
졸업생들의 개성있고 특별한 음악, 시, 춤, 예술 
및 기타 특별한 재능을 통해 리버티
고등학교에서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2016년 6월 13일 야간 졸업 파티 예정

오후 9시45분: 학생들 리버티에 도착하여 서명 후 버스 탑승
    -학생들이 밤을 샌 후 다음날 아침 차를 운전해서 집에 
가지 않도록 데려다 주세요.
     -학생들이 입고 있는 옷을 제외한 다른 물건들은 
허용되지 않으니, 모든 휴대전화는 집에 두고 와야 합니다.
오후10시30분: 즐거운 밤을 위한 졸업 축하 행사지로 
버스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오전6시: 버스가 리버티로 돌아오면, 모든 학생들은 정시에 
데리러 오셔야 합니다-밤샘 후에 학생들이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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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과 7월 학교 행사:
6월 1일 수요일: 밴그 콘서트.
6월 2일 목요일: 합창단 시즌 피날레.
6월 6일 월요일: 졸업 앨범 배부.
6월 7일 화요일-6월 9일 목요일: 12학년 학기말 고사.
6월 9일 목요일: 12학년 학교 마지막 날.
6월 10일 금요일: 2학기 기말고사 (9학년-11학년).
6월 13일 월요일: Class of 2016 졸업식.
6월 14일 화요일-6월 15일 수요일: 2학기 기말고사 (9학년-11학년).
6월 16일 목요일: 2학기 종강,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고등학교 및 졸업 후의 계획은 졸업식 필요 요구 사항입니다.

경력 크루저 소프트웨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아발견: 사용자는 자신에 대해 배웁니다-본인의 관심사, 능력, 선호도 및 목표 등 자신에게 적합한 
것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직업 탐구: 풍부하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조사하며 학생들은 진로 가능성 및 학업 경로에 대해 배웁니다.
• 계획 수립: 활발하고 실행적인 계획은 학업 및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단계들의 윤곽을 그리게 
합니다.
•현실화: 장래예정이 실제가 됩니다-경력을 위해서든 직업 또는 대학을 위해서든-정보를 행동으로 취하기.

Career Cruiser 이용 방법 : http://www2.careercruising.com/default/cplogin/ISSA로 로그인 하세요.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은  “ISSA-” 다음에 학생 액세스 로그인 입니다. 
참고: 본인 성의 첫 5문자와 본인 이름의 첫3글자를 포함합니다. 만약 본인의 성이 5개 미만의 문자일 
경우에는 스페이스를 입력합니다. 아래 이 메리의 예를 참고하세요.

John Smith는 ISSA-smithjoh000 
Mary Lee는 ISSA-lee  mar000 

비밀번호 : ASB 번호

직업 항해의 학부형 액세스: 학부형 포털 계정을 만들려면 학생이 본인의 학부형에게 이메일 초대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학생이 간단하게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Quick Link 섹션에서 “ Share Your Portfolio with 
Your Parent/Guardian”링크를 클릭 한 다음 부모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해당 주소에 활성화 코드와 
계정을 만들기 위한 지침 이메일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Career Crusing 소프트웨어를 구입 해주신 이사콰 학교 재단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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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콰 푸드 뱅크와  의류 뱅크킄 처음 시작부터 
모든 것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1982년도에, 이사콰 밸리 시니어 센터의 인정 많은
그룹이 센터의 다른 고령자들에게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콰 밸리 지역 
공동체 서비스는 음식을 배포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 프로그램은 빠르게 성공적으로 시니어 센터를 
성장 시켰습니다. 시의 허락과 함께, 푸드 뱅크 
프로그램은 1992년도에 기존의 학교 관리 건물로 
이전하였습니다. 곧바로, 의류 뱅크도 지역 공동체 
센터 근처에 추가되었습니다.
두 서비스를 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과거 트럭 
수리 가게였던 현재의 이사콰 푸드뱅크와 의류 뱅크 
본거지를 시에서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이사콰 
푸드뱅크와 의류 뱅크는 매주 수백의 가족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푸드 뱅크 관심 사항 :
      • 고객 서비스
      • 영양
      • 자원 봉사자
      • 문화 감수성

새로이 리모델링 후 푸드 뱅크는 참심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푸드 뱅크는 구매자들이 쇼핑을 
즐기며 더욱 편안하게 느낄 수 있길 고대 합니다.

선행 나누기 운동:
이사콰 식료품 의류 뱅크는 지역 사회와 자원 
봉사자 및/또는 기부를 언제나 환영 합니다. 
“참여하세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되든지.”라고 

전무 이사 코리 월터스는 말합니다. 이사콰에는 
여분의 도움을 기다리는 많은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자원 봉사자 본인인 코리가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이사콰-사마미쉬 지역에서 관심과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운이 좋은 일입니다. 
그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푸드 뱅크에서 항상 필요한 세가지 품목들 :
세면 용품 (치약, 칫솔, 일회용 면도기, 비누, 로션, 
샴푸와 린스, 여성 위생용품, 화장지)
기저귀 (모든 사이즈)
고단백질 식품 (통조림 고기, 캔 콩, 콩 들어 있는 
스프 및 / 또는 고기가 들어 있는 캔 스프, 땅콩 버터 
및 기타 견과 버터)

다양한 방식의 도움
위의 품목들을 쇼핑 할 시간이 없을 시에는,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 기부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기부 해주시거나 가지고 계신 
비축품을 기부 하셔도 됩니다. 직장, 교회, 스포츠 팀, 
학교 또는 다른 자원봉사 단체와 함께 음식 
모으기를 구성하여 푸드 뱅크를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방학중 점심 지원: 이 프로그램은Lunch for the Break
와 유사하지만 약간 다르게 진행됩니다. 
푸드뱅크에서 6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우편 번호
 98027, 98029, 98075 및 98059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여분의 음식 가방을 나누어 줍니다.

이사콰 푸드 뱅크와 의류 은행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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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조언자들은 이사콰 학생들을 위해 그들의 
시간을 일주일에 한번, 한 시간 자원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의 자원봉사자들이 지역학교 학생들을  
위한 본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는:
웹 사이트 : VOICEMentorProgram.org
이메일 : VOICE@isfdn.org
전화 : (425) 837-6801
 
VOICE 조언자 프로그램 이사, 수잔 기에르케와 
테레사 브레틀

FutureMap
이사콰 교육청과 이사콰 학교 재단이 협력하여 지역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학생들을 연결하는 포괄적인 
온라인 자원인 미래지도를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대신에, 미래지도는 학생들에게 실제 업무 상황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잠재적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학생들의 타고난 
장점과 관심으로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미래지도에서 제공하는 기회: 
- 지역 직업 코치들과 함께 하는 온라인 토론 게시판
- 초청 강연자
- 회사 견학/ 직업 이면
- 방과 후 및 여름 인턴사원 근무
- 고용 기회

오늘 당신은 아이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나요?
FutureMap에서는 온라인 경력 코치 및 초청 강연사로 활동해주실 다양한 전문 배경의 기업과 개인을 
찾고 있습니다. 

FutureMa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isfdn.org/futuremap 있습니다.

VOICE 조언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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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America 캠페인은 가정에서 아이들과 모국어를 자신감 
있게 사용하기를 격려하는 한편, 정책을 발전시키고 체계화 
하여 학생들의 다국어 능력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이는 
기회의 격차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모든 어린이를 위한 긍정적인 
문화적 정체성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연결 개발의 
중요성을 홍보 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변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 년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OneAmerica는 $500,000를 
유치하여 부모, 청소년 및 주 전역의 협력자들과 신규 확대 된 
이중 언어 프로그램을 위해
일했습니다. 자금은 학군을 위한 보조금으로 할당 되어, 
지원 한 것보다 더 많은 학군에 적용되었다는 것은 
워싱턴 지역의 성장 의지를 모델로 적용하여 영어 학습 교육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금은 학군에서 신청하면 
보조금처럼 지원해주는 것으로,
재정보다 더 많은 학군들이 신청했다는 것은 워싱턴주 전역에서의 
영어 학습 교육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국어 사용 캠페인의 지지 노력이 언젠가는, 어떤 아이도 
자신의 가정에서 쓰는 모국어 사용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기 
보다는, 다중언어 구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변화를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학교, 교육자, 서비스 제공자 및 지역 
사회 지도자들은 가정에서의 모국어 사용의 중요성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학교 시스템이 이민자 및 난민 가족들이 
존중됨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OneAmerica 와 같이 이민자 및 난민 인권 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여러 단체들과 이 명예로운 일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사우스 
킹 카운티에서만 180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인구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영어 이외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언어 적으로 다양한 가족은 우리 학교와 지역 사회의 성장 자산이며, 
이것을 인식하는 정책과 시스템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는 
학교에서의 기회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World Language Credit프로그램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중 언어 
능력을 존중하는 특별한 프로그램 입니다. 이 프로그램 학생들은 

다른 언어 지식 역량 기반 능력 시험을 통해 고등학교 학점 최고
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워싱턴 주 30곳 이상의 디스트릭트의 4,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50개 이상의 언어로 고등학교 학점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Seal 
of Biliterac은 학생들의 이중언어
능력이  중요 자산이라는 인증입니다. 졸업 할 때, 두 개 이상의 
숙달된 언어 능력을 인정받은 학생들은 이중언어 읽고 쓰기 
능력 인장을 획득하여, 성적 증명서와 졸업장에 수여합니다. 이 
인장은 대학과 인력 경쟁력으로써 표시됩니다. 2014년도에 통과 
된 정책으로, 650개 이상의 인장이 수여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주요 메시지
이중 언어자가 된다는 것은 막대한 능력과 자산입니다.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아는 것은 아동의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먼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강한 이해력이 아이들에게 있을 시에, 영어를 
제2의 언어로서 학습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계화에 따른, 이중언어 능력은 자녀의 대학 
및 본인의 경력에 대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OneAmerica에 
참여하세요. 하단에 기재된 웹 사이트를 통해 
연락주세요. 
•  모국어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이벤트의 주최자가 되세요.
•  학생들과 이중 언어 능력의 가치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  중언어 읽기 쓰기 능력 인장을 획득한 
학생들을 위한 행사를 여세요.
•  World Language Credit Program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 이중 언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자들에게 연락하세요.

이중 언어 자원에 액세스나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skpeakyourlanguage.weareoneamerica.org에서 

확인하세요.

OneAmerica 의 모국어 사용 캠페인 



We’ve got your back at the Tools 4 School Event! 
Students of the Issaquah School District can register  

to  receive a backpack, school supplies, and participate  
in the Health and Wellness Fair and BBQ lunch. 

 

Saturday, August 20th                 10 am - 3 pm 
Eastridge Church, 24205 SE Issaquah Fall City Road 

 
 

Registration Locations 

NEED SCHOOL SUPPLIES? 

Issaquah Food &  
Clothing Bank 
179 First Ave. SE, Issaquah 
Issaquah, WA  
425-392-4123 

Issaquah Schools Foundation 
400 1st Ave SE - Portable 1  

Issaquah, WA 
425-391-8557 

Online registration and additional information is available at 
www.isfdn.org/programs/tools-4-school 

of Issaqu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