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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캠프에 관한 10가지 진실
8 쪽

 중학교 입학
9 쪽

동유럽에서 미국으로
23 쪽



Cultural Bridges Magazine, all rights reserved. Cultural Bridges Magazine is a free community magazine distributed locally and subsidized by Issaquah Schools Foundation. Its mission 
is to provide our community readers information that will enrich their quality of life covering topics such as education, health, nutrition, current events and the diverse culture in the city of 
Issaquah. Cultural Bridges for Education does not necessarily endorse or represent the views expressed in articles and advertisements found in the magazine, and is not responsible for 
the information, products and services that our advertisers published. Some parts of this publication may be a reproduction, translation or reprint where prior authorization is requested.

어느새 봄이 되었고 학생들은 이번 학년 마지막 몇 달을 남겨두고 분주할 때 
입니다.  5학년 학생들은 동급생 친구들과 캠핑을 하면서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캠프에 자녀를 보내는 것이 걱정이 되시면, 8쪽에 있는 
“ 5학년 캠프에 대한 10가지 진실” 을 읽어보세요. 이 기사를 읽으시고 
조금이나마 5학년 캠프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중학교 입학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수강신청에 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9쪽에 있는 “ 중학교 
입학( Entering Middle School )”  스토리를 읽어보세요. 다른 학군에서 온 
불가리아인 어머니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에 대해 자신의 경험담과 
의견을 말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프롬(prom)에 관해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12쪽에 실은 저희의 
추천사항을 읽어보시고 평생 기억에 남는 이벤트로 만들어 보세요. 

이번 호에는 살빅( Salvic)문화를 소개합니다. 이사콰 전학군을 통한 다문화의 
인식/축하의 일환으로, 23쪽에는 한 여학생의 벨라루스(Belarus)에서부터 
미국으로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바라며, 행복한 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리시아 스피너

저희 잡지에 도움을 주신 Alexandra Ragazhinskaya, Caroline Yi, Darpan Marwah, Kim 
De Booji, Jaime Cao, Maria Elena Graham, Miyuki Murakami, Nozomi Miyazawa, 
Parmila Ahmady, Puja Taunk, Seong-Eun Yun , Wooyoung Huh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표지 모델: 그랜드리지 초등학교 3학년, 안나 핌키나(Anna Pimkina), 퍼시픽 
케스케이드 중학교 6학년, 엔젤리나 핌키나(Angelina Pimkina).

사진 Jenn S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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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PTSA 

 

학교재정은 어떻게 충당되나요?  

이사콰 학생의 성공은 교육관련 주요 4 부분의 균형에 달려있습니다: 
 
 
 
 
 
 
 
 
 
 
 
 
 
 
 
 
 
 
 
 
 
 
 
 
 
 
 

학교채 & 학교세 세금 & 주정부 
지원금 

이사콰 

 학군 재단 
 
학교채는 새 학교 설립, 낡은 학교 
개조, 또는 부지 구매에 쓰여집니다. 
이 학교채는 지역 유권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워싱턴 

주정부는 학교설립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학교채 자금은 월급, 학교 

프로그램이나 운영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정부는 학교세나 세금으로  “기본 
교육” 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주정부가 정한 이 기본 교육은 한 
학군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지 못합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주정부 보조금과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군이 

필요로 하는 비용의 차이을 
메꾸어주기 위해 학교세를 

승인합니다. 

PTSA는 개별 학교의 학생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원하는 기회를 

만들고 권장합니다.  
 
PTSA는 아트 클래스, 노트북, 교사 
지원금, 필드 트립, 도서관 책, 
놀이터 시설물, 쉬는 시간동안에 
하는 엑티비티, STEM과 문화 
프로그램,  조회, 이벤트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사콰학군은 이사콰학군의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사콰학군의 모든 교사는 자신의 
학교, 교실 또는 자신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군 재단은 왜 필요한가요? 
 

주정부 지원금은 아주 기본적인 
교육만 제공합니다. 

 
 

워싱턴주내에서도 각 학교들이 받는 지원금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사콰학군은  

학생 한명당 받는 주정부  

지원금이 
 

295 학군 중  

269위입니다. 
 

이사콰학군은 110 스퀘어 마일 이상에 이르는 벨뷰, 

이사콰, 뉴캐슬, 프레스턴, 사마미시와 렌튼시까지 

포함합니다.   

 
 
 

   교육은 인간조건의 차이를 

보정하는 위대한 

균형추입니다. 
 
교육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이 교육의 힘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주정부 지원금과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실제로 드는 비용의 차이를 메꾸어주기 위해 이사콰학군 

재단이 존재합니다. 
 

이사콰학군 재단은 교육투자에 관한 학부모, 비지니스와 

커뮤니티 멤버의 열정을 통합하여 이 교육의 힘을 잘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자금은 우수성을 추진하고 모든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 또한 워싱턴주에서 

이사콰의 공립 학교들이 최고의 학교가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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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중앙 아프리카의 카메룬(Cameroon)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 미국으로 온 후,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미국에서 모든 성인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는 스스로를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 아이 중의 한 명은3개의 다른 초등학교를 다녔고 지금은 이사콰학군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인데버 초등학교에서 유치원과정을 보냈고 1-2학년은 그랜드리지 
초등학교를, 3-5학년은 아폴로 초등학교를  다녔고, 지금은 PCMS 6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딸의 
학년이 높아지면서 저희도 이사콰학군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시스템에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저희 딸은 성공적인 학업적 성취를 이루었고 학교 
내에 다양한 인종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45% 정도의 학생이 백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군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수가 아주 낮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학군에 유색 인종의 교사나 교직원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계 
출신뿐만 아니라 동양인과 멕시코계 교직원도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기와 같은 인종의 교사나 교직원을 단 한 명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됩니다. 

저는 또한 지난 6년 동안의 제 딸 아이에게 주어진 도서목록에 대해 염려가 됩니다. 호평을 받는 
흑인 작가나 동양인, 히스패닉 출신 작가들의 많은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마틴 루터 킹의 날(Martin Luther King Day)이나 흑인 역사의 달(Black History 
Month)을 통해 재미 흑인의 공헌에 대해 알려 줄 기회가 있습니다.  이 정해진 기념일들은 
풍부한 흑인 문화 유산에 대해 가르치는 좋은 시작점이 되지만, 그 이상의 것을 바래봅니다.  
언어영역, 음악, 사회영역, 과학의 교과과정에 흑인의 작품을 의도적으로 포함시켜서 미국 문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학생들의 교육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우리 사회를 
세운 자신들 조상들의 업적을 항상 소개하는 것은 제 딸과 같은 흑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  

최근에 ISD가 후원하는 에퀴티 자문그룹(Equity Advisory Group)에 대해 알게 되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이 그룹의 다양성 및 포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특히, 
다양한 인종 출신의 교직원의 고용 및 유지를 옹호하는 이 그룹의 목표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항상 저희를 여러 모임에 초대해 주시는 ISD 직원들의 열린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ISD는 저희가 
저희의 걱정/ 근심을 표현하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에퀴티 자문그룹(Equity Advisory Group)과 
문화/패밀리 파트너쉽(Cultural and Family Partnerships)을 후원하여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안전한 문화적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희는 부모로서 저희 아이는 물론이고 다른 유색 인종 아이들이 주변 어른들 중에서도 
다양성을 볼 수 있도록 학교 행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여러 유색 인종의 학무모들도 
자원봉사에 동참하시면서, 교실 또는 학교 여러 곳에서 다양성을 알려주셔서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여 이사콰학군(ISD) 45%의
 유색 인종 학생들이 학교 복도에서 이런 롤모델을 만나길 바랍니다.

이런 그룹에 참여를 원하시면, 에퀴티 앤드 패밀리 파트너쉽( Equity and Family Partnerships)
전문가인 로나 길모어 또는 로산 란킨에게 연락하세요.
로나 길모어(Lorna Gilmour); gilmourl@issaquah.wednet.edu
로산 란킨( Rosann Rankin ); rankinr@issaquah.wednet.edu

이사콰학군의 다양성과 포용력

패트 사데이트- 내트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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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퀴티 자문그룹
에퀴티 자문그룹은 2015년 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그룹은 
학부모, 교사, 조교, 교직원과 ISD의 다른 커뮤니티 멤버로 구성됩니다. 

에퀴티(Equity)는 무엇인가? 
에퀴티는 다름에 관해 말하며, 우리 사회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동등한 필드에서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많은 그룹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크라우스(Krause),트레이니( Traini) & 믹키(Mickey), 2001, Equity versus 
Equality)

에퀴티는 소외된 취약 그룹에 포거스를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외된 그룹에 중점을 둘 때 전학군에게 혜택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표적화된 보편성(targeted universalism )”입니다.

동등함(Equality)은 모든 이를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은 자원과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퀴티(Equity)는 
개개인을 개별적으로 취급하며,  그 개개인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한는 것을 말합니다.   

에퀴티 자문그룹은 2017-18년 동안 아래 사항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패밀리 파트너쉽
-가정과 가정을 연결하고 문화의 연결고리로 일할 수 있는 학부모 지도자를 양성한다.
-연중 내내 전학군을 대상으로 학교 시스템에 관한 학부모 훈련과 교육을 제공한다.
-PTA와 협력하여 다문화/언어를 가진 가정의 학교 참여를 격려한다.

다양한 언어/문화적 배경을 가진 교직원의 고용과 유지
-조교가  교사임용증을 딸수 있도록 NW대학(NW University)과 연계하여 대체 경로(alternate routes)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유색 인종의 조교(EAs)들이 정교사가 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사 파이프라인 탐색: ISD에 다니는 유색 인종 고등학생이 ISD 교사가 되도록 한다.
- 다인종 교직원 후보의 관심을 끌수 있도록 직업 설명란과 인터뷰 질문을 다시 검토한다.

ISD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전문가 양성/ 교육
-교사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 양성 교육의 유지.
-교장과 행정원들에 제공되고 있는 전문가 양성 교육의 유지.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교육의 도입 고려.

문의 사항이 있으세요? 
이사콰학군의 패밀리 파트너쉽 팀(Family Partnership Team )에게 연락하세요!

hispanicISD@outlook.com
chineseISD@outlook.com
indianISD@outlook.com

EuropeanISD@outlook.com

에퀴티 자문그룹은 우리 학교나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모임은 이사콰밸리 

초등학교에서 4월 19일 , 오전 9-11:30, 가건물 5
(Portable 5)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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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년 1월 18일 

 

3월 
 

입학 신청 

유치원 입학 일정 2018 
 

3월 9일: 유치원 입학 신청 마감일 

 

Pre-K 평가는 3월과 4월에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추후 통보합니다 

 학생과 함께 평가를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평가는 읽기에 관한 것입니다(글자, 소리 , 몇 개의 단어들) 

7월 
 

Pre-K 여름학교는 선별에 

의합니다 

 

7월 9일~8월 3일 

선별된 경우: 

Pre-K 여름학교(이사콰 학교 재단 협찬) 

  읽기에 중점을 두며 학교 소개 

  무료 교통편 제공 

  유치원 적응을 도와줍니다 

   

 
 통학버스 타 보기 체험과  

      “등록박람회”는   

      선택 사항입니다 
 

 

 

         

        8월 

 
    

 

    “학교 생활 도구”은        

      선택 사항입니다 

                 

 

8월 10일(오전 또는 오후 등록 지원) 

“등록박람회(Ready for School)”(온라인 확인 지원)-선택 사항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메이우드 중학교 도서관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이사콰 밸리 초등학교 

통역 가능/ 무료로 아이를 돌봐 드립니다 

Family Access 등록 - Family Access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학생의 

시험점수, 성적표 등 다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14일~16일  오전 9시~10시 30분 

노란 스쿨버스에서 “통학버스 타 보기 체험(Come, ride along)”-선택 사항 

IHS 주차장 

학생의 버스 타기 “연습”에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세요 
 

8월 중순: “학교 생활 도구(Tools for Schools)” - 학교 생활에 필요한 

준비물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무료 이발 및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말 - 통학버스 승/하차 장소 및 버스 시간표 등 통학버스 정보가 들어 

있는 노란색 엽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9월 
교사 면담은 필수입니다 

9월 5일 - 1학년~12학년 개학일 

 

9 월 10일  - 유치원생 개학일 

 

9월 5일~7일  – 이 3일 중 하루에 K 교사와 면담 요청을 받으시게 

됩니다. 교사 면담은 필수입니다.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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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들도 훌륭한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어요

저희는 각 가정에 조부모가 미치는 좋은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부모를 학교와 연결시켜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학교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학군의 학교들은 더욱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따로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수업시간이나 학교행사에 봉사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하시고 소일거리을 
찾고 계시는 조부모님들께는 좋은 봉사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랜드리지 초등학교는 자원봉사를 천직으로 여기는 소수의 조부모님들이 계셔서 운이 좋은 편입니다; 
이분들은 손주의 교실에서 돕기, 보이스 멘토(VOICE ), 또는 박스 톱(Box Tops)을 오려내는 등의 일을 
하십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오신 조부모님들께서도 리세스 시간에 있는 문화클럽 시간 또는 다문화 
박람회 행사를 통해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부모님들이 자원봉사를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무래도 언어소통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부모와 학교 모두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연령과 문화 차이를 포용하고 껴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알리시아 아르호나(Alicia Arjona)씨는 일년의 절반은 모국인 멕시코에서 보내시고 또 일년의 
절반은 딸의 가족과 함께 이사콰시에서 보냅니다. 알리시아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손주의 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집에서 준비해가기도 하고 , 팝콘 금요일에는 
팝콘 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알리시아씨는 이사콰푸드 앤 클로딩 뱅크(Issaquah Food and 
Clothing Bank)를 후원하는 성탄절 장남감 모금운동(holiday toy drive)을 운영하는 아주 큰 역할을 
맡았습니다. 알리시아씨는 손자에게 “나는 장난감을 모으고 배달하러 여기에 왔어요”라고 영어로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물론 이 문장은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쓸 목적이었죠.  이런 용기 있고 친절한 행동은 우리 
학교 뿐만 아니라 이사콰시의 불우 이웃의 성탄절을 한결 따뜻하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알리시아씨는 그의 공헌과 헌신적인 행동으로 지난 1월에 그랜드리지 초등학교에서 이달의 자원봉사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알리시아씨는 조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시간, 지식, 사랑을 지역 학교랑 나눌 때 모든
이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였습니다. 

주위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조부모님을 알고 계신다면, 이사콰학군을 통해 신원조회을 거쳐 자원봉사를 
하시도록 권하세요. 신청 후, 조부모님께서는 손자(녀)의 담임교사나 행정원, PTSA자원봉사 코디네이터와 
함께 협력하여 본인에게 잘 맞는 자원봉사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사콰학군재단이 지원하는 보이스 멘토 프로그램을 접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사콰지역의 지역민과 이사콰학군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연결해줍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이메일(voice@isfdn.org) 하세요. 

니콜 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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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아들이 부모 없이 5학년 캠프를 가게된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 해 동안 걱정을 해왔어요. 하지만 해가 갈수록 제 아들의 캠프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져가고 있었죠. 그리고 캠프 신청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아들에게 못간다고 할 수가 없었죠. 저는 
살아남았어요( 물론 제 아들도요, 이젠 6학년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된 많은 것들을 통해 너무 놀랐어요.  여기에 제가 알게된 
10가지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1. 캠프는 교육적인 활동입니다. 
5학년의 연례행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초등학교 졸업시점인 5월이나 6월에 이 캠프가 계획되며, 코몬코어 주정부 학습표준(Common Core 
State Learning Standards)에 따릅니다.  학생들은 과학, 사회과학 교과과정을 보충하는 체험교육을 3일동안 받게 됩니다. 이런 
수업은 훈련된 전문가가 진행하며 아웃도어(outdoors)에 관해 배웁니다. 

2. 캠프는 학생들의 중학교 입학 준비를 돕습니다. 
경험을 통한 강인한 인성개발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많은 활동들은 그룹 협동심, 관계 형성과 문제 해결력에 중점을 둡니다. 
이런 활동들은 학생들이 조금 더 독립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시기를 준비시켜 줍니다.  같은 반의 친구들 
뿐만 아니라 5학년 전체 학생들과 서로 부대끼며 함께 지내게 됩니다. 

3. 네, 캠프는 재미있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교육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캠프를 오랜시간 동안 기다려왔어요. 물론, 이 캠프는 댄스, 카누 타기, 공작활동과 
캠파이어 노래등과 같은 재미있는 활동도 포함합니다. 교사나 자원봉사자들은 항상 학생들을 섬세하게 배려하고 원하지 않는 어떤 
활동의 참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4. 어떤 가정은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잠자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하다면,  캠프 운영자와 연락하여 자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세요. 캠프 카운슬러와 자원봉사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편안하게 적응할 있도록 돕습니다.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함께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학교는 항상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고 무엇보다도 재미있습니다!

5. 모든 가정이 캠핑을 즐기는 것은 아닙니다. 
캠핑은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야외활동이지만 한번도 캠핑을 가보지 않은 학생들도 있으며, 특히 이런 학생들에게는 캠핑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런 학생 중에 속한다면, 5학년 캠프에 가기 전에 온가족이 함께 캠핑을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 춥고 비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바깥 날씨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은 날씨에 상관없이 진행되므로, 이에 적합한 옷을 
챙겨가야 합니다! 따뜻하고 방수되는 외투, 잠옷과 야외용 침낭을 준비해주세요. 이외의 추천 아이템:  비옷, 장화, 모자와 장갑. 
챙겨가야 할 아이템 목록을 받아서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7. 캠프 주위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이 있습니다.
네, 야생동물들이 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학생들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은 어른들의 보호 감독 아래 
온방이 잘되는 캐빈이나 숙소의 이층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일부 학교는 5학년 교사, 간호사와 교직원들이 캠프를 함께 가기도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PTA가 캠프를 주관하는 관계로 자원봉사 간호사와 자원봉사 학부모들이 캠프에 동참합니다. 또한 캠프 자체가 
제공하는 직원들이 클래스를 지도하고 다양한 야외활동을 감독합니다. 

8. 캠프 비용은 싸지 않습니다. 
캠프 비용은 대략 $200 정도이며,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장학금도 제공합니다. 또한 PTSA와 5학년 학부모 단체가 캠프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금모금행사를 합니다. 기금모금행사나 장학금에 관한 문의사항은 해당 학교로 연락하세요. 

9. 캠프를 보낼 준비를 하실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학교에서 주최하는 5학년 캠프 학부모 설명회에 참가하세요; 모든 궁금증은 여기서 답변됩니다. 이날  관련 정보지를 받게 되고 캠프 
현장 사진들을 슬라이드 쇼로 볼 수 있습니다. 

10. 제일 좋은 것은: 스크린 타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장시간동안 게임이나 미디어를 보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학교가 라디오, CD플레이어, 게임, 휴대전화 또는 어떤 
전자제품도 없는 곳에서 캠프를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이제 숨을 깊게 한 번 들이마시고 초등학교에서 단 한 번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즐거운 캠핑 되세요!

5학년 캠프에 관한 10가지 진실
알리시아 스피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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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퍼시픽 캐스캐이드 중학교(PCMS)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입니다.  저는 불가리아 (Bulgaria) 출신으로 미국에서 25년동안 
살았으며 학사 및 석사 학위도 여기서 받았습니다.  미국의 학교시스템은 아주 명확할 거라고 생각했으나, 중학교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 것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저에겐 혼란스러웠습니다. 

PCMS 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오리엔테이션을 참가한 이후에도 혼동이 왔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미국의 학교 시스템이 세계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다르기 때문일겁니다.  6학년 전교생이 똑 같은 교과목 
진로(path)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과목 진로 선택 결정의 많은 부분이 학부모 또는 학생들의 의사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시스템이 있을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시, 전학년 학생이 같은 교과목을 공부하고 다음 단계 교재를 같이 공부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6학년이 교과목 진로 선택시 다른 레벨반을 선택한 경우에는 6학년, 7학년, 또는8학년 학생과 
한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 과학, 영어, 수학 과목( 세가지 옵션)에 관해 보통반 또는 고급반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집니다.  아주 
혼란스럽기도 하시겠지만, 제가 드릴수 있는 충고는 학교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오리엔테이션 중 제공)을 따라서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급반 수업은 자녀가 보통반과 다른 내용을 공부하고, 고학년이 되었을 때 압축코스로 
공부하게된다는 것을 유념하세요(예, 과학영역). 하지만 한 학년을 건너뛰기도 하고(수학의 경우), 더 많은 숙제와 더 열심히 
공부해야(영어영역/ 사회영역)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대로 된 결정을 위해서는 자녀의 시험성적을 참고하시고 자녀의 학업 
성적과 능력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5학년 담임교사와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이미 6학년 과정을 거친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아직 중학교에 관한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는 6학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궁긍적으로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자녀의 능력을 잘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고급반(advanced class)을 선택하지 마세요. 왜 자녀를 힘들고 비참하게 만듭니까?  고급반을 한다고 금메달을 
따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고등학교에서 다양하게 고급반을 선택할 기회가 많습니다.  반대의 경우, 자녀가 학교성적이 
우수하다면( 예를 들어, 자녀가 SAGE, MERLIN 과 같은 영재반에 있었던 경우), 보통반을 선택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에는 
고민하실 필요도 없이 고급반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학교 수업을 지겨워하게 될 것입니다.  
중학교 과목 진로선택은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모든 옵션을 잘 고려한다면 옳은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을 빌어요!

아드리아나 스태메

중학교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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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콰학군 앱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걱정마세요;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이사콰학군 앱(Issaquah School District app)을 설치하세요. IOS, 안드로이드와 윈도우 
모바일을 포함한 모든 메이저 휴대폰 플랫폼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이 앱의 이용으로 자녀의 교육에 더 많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 자녀의 출석상태, 숙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성적, 시험점수, 행동발달사항등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 관한 알림이나 스케줄 
변경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세한 설명을 보시고 바로 앱을 설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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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모에게 부담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 아들이 5살 때, 제게 전화상으로 만난 새로운 친구가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랐고 겁이 
났어요; 그냥 아무런 말도 안하고 남편이 집에 올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그 친구에 관해 
물어봤어요. 너무나 놀랍게도 제 아들이 만난 온라인 친구 이름은 시리(Siri)였어요! 

예전처럼 간단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 보다 훨씬 더 빨리 테크놀로지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인의 테크놀로지에 관한 관심이 아이들보다 적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테크놀로지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물어볼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아침에 청소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좋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기회는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산책할 때, 경우에 따라 저녁식사 중에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인 질문

가장 좋아하는 웹사이트는 뭐니? 이 사이트에서는 주로 뭘 하니?
요즘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는 뭐니?
혹시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니? 만약 있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게 뭐였니? 그래서 어떻게 했니? 
뭐라고 답변했어?
혹시 누군가가 보낸 문자를 받고 나서 화가 난 적이 있니? 어떻게 대응했어?
너는 온라인상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니?
혹시, 온라인상에 너에 관한 사실이 아닌 일을 마냥 사실인 것처럼 올린 글을 다른 사람들이 읽을까봐 걱정이 되니?
학교 이외의 사람들과 온라인상으로 채팅을 한적이 있니?

사이버 괴롭힘/ 폭력(Cyberbullying)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나 다른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논쟁을 하거나 좋지 못한 내용을 올린적이 있니? 왜 그랬어?
다른 사람이 너의 개인 페이지에 올린 내용이나 올라온 글을 지워본 적이 있니?
사이버 괴롭힘/ 폭력이 자주 일어나니?  혹시 이런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다면 엄마한테 부담없이 말 할수 있을 것 같니?
너는 너희 학교가 사이버 괴롭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니?
온라인상으로 겁을 주는 사람을 학교 선생님이나 교직원에게 알린 적이 있니? 만약 있다면, 선생님이나 교직원이 어떻게 
대응했고, 그것이 도움이 되었니?
너희 학교에는 익명으로 이런 괴롭힘, 사이버 폭력을 보고하는 방법이 있니?
만약 너가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네 생각에는 너의 친구들이 너를 지지해줄 것 같니?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언어 폭력을 받은 적이 있니?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누군가가 괴롭혀서 온라인 사이트를 떠난 적이 있니?

위의 질문들은 힌두자, 패트친(Hinduja, S. & Patchin, J. W. (2013)) 에서 발췌되었습니다. 출처: Cyberbullying Scripts for 
Parents to Promote Dialog and Discussion.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

그 무엇보다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삶에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 중의 일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계몽적인 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사이버 안전
알리시아 스피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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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Prom)을 즐기는 방법
고등학교 프롬은 해를 거듭하면서 변화해 왔지만 아직도 학생들에게는 가장 큰 사교 행사로 여겨지는 포멀 댄스 입니다. 
아래에 저희의 추천사항을 알려드리지만, 무엇보다 최고의 충고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보통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룹으로 이 행사에 참가합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같이 가자고 청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죠: 학생들은 로맨틱한 밤을 보내야 한다는 기대감이나 압박감 없이 
그저 좋은 시간을 보낼겁니다. 
-여학생은 코사지(corsages )를 달고 남학생들도 자켓에 어울리는 꽃(boutonnieres)을 달아 장식합니다.
만약 커플로 가는 경우에는 남학생이 대부분의 경우 꽃을 준비합니다.  여러 명의 친구가 같이 가는 경우에는 꽃은 각자 
준비합니다. 
-모든 헤어 샵들은 그날 하루 아주 분주하기 때문에 예약을 하실려면 적어도 한 달전에 하셔야 합니다.  일부 여학생들은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화장과 네일, 머리 하는 것을  서로 돕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프롬 전에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캐주얼한 장소인 레드 로빈(Red Robin) 같은 곳에 가더라도 예약은 필수입니다.
-프롬 시즌에 많은 청소년들이 치명적인 교통사고와 연류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모가 반드시  어디서 어디까지 누가 운전해 줄것인지를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프롬 후 파티는 보통 아주 소소하며 가정 집에서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 집에 모여서 영화를 보거나 간식을 먹으면서 
파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 집에서 프롬 애프터 파티를 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해 두면 좋습니다.  가장 위험한 
일들은 모두가 피곤해지고 방심하는 자정 이후에 생깁니다.  이런 위험한 시간대에 관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밤새도록 춤을 추고 있는 동안 마루를 왔다갔다 서성일 필요가 없게 되죠.
- 여학생들은 하이힐 구두를 신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하이힐 구두를 신고 싶어하기 때문에 하이힐과 
일치하는 단화(flat)를 꼭 준비해 두세요! 
-비용면으로 볼 때 프롬의 밤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이벤트에 얼마만큼 지출할 수 있는지 잘 
계획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프롬의 밤은 길지만 여러분이 미리 계획하여 준비하신다면, 자녀들에게 재미있고, 안전하며 평생 잊지 못할 행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딸이 프롬(Prom) 드레스가 필요한가요?  
고등학교에서 있는 졸업 파티가 칵테일 드레스의 비싼 가격 때문에 일부 학생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여학생들에게 졸업 파티에 간다는 것은 온전히 드레스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루비룸( Ruby Room)라는 단체가 
워싱턴 주의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 파티에 필요한 드레스를 제공합니다. 루비룸은 다양한 색깔과 사이즈의 다양한 포멀 
드레스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두나 보석과 같은 액세서리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료대여입니다!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요건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학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무료 또는 저가 점심 프로그램을 혜택 대상자에 한하며, 학교나 커뮤니티 서비스 지도자인 교사, 카운슬러 또는 사회 
복지사(social worker)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예약을 원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425 553 7116) 또는 이메일,(info@rubyroomseattle.org) 하세요.

 

Ruby Room
827 Bellevue Way NE, Suite 205 

Bellevue, WA 98004
www.rubyroomseattl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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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 (English Language Learner) 교사의 하루 

컬츄럴 브리지 (CB):당신의 직위와 일과에 대해 말해 주세요. 
맨딥 베인즈 차우헤리(Mandeep Bains Chowdhary (MBC)):  그랜드리지 초등학교와 메이플힐즈 초등학교의 ELL 교사로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후원을 아끼지 않는 교직원들, 격려하는 PTA, 훌륭한 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저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며 이 일이 너무 즐겁습니다.  매일 매일 그들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저의 일과는 학생들을 
알아가는 것, 학생들의 필요한 점을 교사와 함께 상의하여 보조하는 일, 학부모와 소통하기,  영어개발(English Language 
Development) 지도법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CB: 이사콰학군의 영어개발(ELD)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MBC: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생들의 제 2 외국어를 배울 때 생기는 감정적 지수( affective filter)를 낮춤으로써, 학년 
레벨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을 두는데 있습니다. 

저는 개별 학생의 배움의 속도에 맟추면서, 학습에 필요한 언어를 습득하고 어휘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온 학생에게는 미국 문화와 관습을 익힐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CB: 일 이외의 자신에 대해 말씀 해 주세요.
MBC: 저희 가족은 다른 이민 가정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미국에 왔습니다. 아주 
결단력이 좋고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와 늘 격려를 아끼지 않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인도에서 태어나서 6살 이후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 자랐습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화 유산과 모국어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 활동적인 멤버가 되는 과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의 체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CB: ELL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자녀들의 부모들에게 줄 충고가 있다면?
MBC: 모든 아이들은 배우는 속도가 다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모국어를 계속해서 쓰도록 격려하고, 언어공부는 
시간이 걸리는 프로세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참을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모국어를 잘 할 때 학습력도 더 좋아지고, 이런 
좋은 학습력이 제2 외국어로 연결됩니다. 이해력이 향상될 때 자신감도 향상됩니다.   모국어의 이해력과 배경 지식이 
늘어나면서 증가한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스키마(schema)를 성립하게 합니다. 저도 우리 학생들처럼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평생학습자임은 물론이며 책읽기와 산책을 즐기는 달리기 애호가이기도 합니다.  

Mandeep Bains Chowdhary 
Grand Ridge (M/W/Th/F) | 

Maple Hills (T)
bainsm@issaquah.wedne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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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초등학교
4월 9 – 13: 봄 방학, 휴교
5월25: 기상관련 보충수업일, 휴교
5월 28: 전몰장병 기념일, 
6월 20: 학교 마지막 날

아폴로
4월 20, 오후6-8 시: 과학박람회
5월 7 – 11일: 교직원 감사의 주
5월 14 – 18일: 책 박람회(Scholastic Book Fair)

브라이어우드
4월27일, 6-8 시: 과학박람회
4월 30일 – 5월4일: 봄 책 박람회
5월7 – 11일: 교직원 감사의 주 
6월 8일, 오후 6-8시: 카니발
6월15일: 운동회(Field Day)

캐스캐이드 리지
5월 7 – 11일: 교직원 감사의 주
5월15일, 오후6-8 시: 아트 행사(Art Walk)

챌린저
5월18일, 오후6-8 시: 아트 행사(Art Walk)
4월 30일 – 5월 11일: 교직원 감사의 주
5월 30 일– 6월 1일: 책 박람회 

클락 
5월 28일 – 6월 1일: BOGO 책 박람회
6월15일: 운동회

쿠거 리지
4월25일: 스피릿 데이(Spirit Day – Decades Day)
4월 25 – 26일, 오후6-8 시: PTSA 아트 박람회 
6월 7일, 오후3:45-8 시: 학년말 카니발

크릭사이드
4월 27일, 오후 5-8시: 탤런트 쇼
5월 30일-6월1일: 봄 책 박람회
6월 1일, 오후 5-7시: 학년말 BBQ
 
디스커버리
4월 20일, 오후6-9 시: 탤런트 쇼
4월 27일, 오후6-8 시: 가족의 밤(Family Fun Night)
5월 7-11일: 교직원 감사의 주
6월 1일, 오후 6-8시: 아트 쇼
 
인데버
4월 25일, 오후6-8시:빙고 나잇(Bingo Night)
5월 9일, 오후 6-8 시: 아트 행사(Art Walk)
5월 7 – 11일: 교직원 감사의 주
6월 6일 : 운동회(Field Day)

그랜드 리지
4월 3일, 오후 6:30 - 7:30: 4학년 콘서트
4월 4일, 오후 6 - 8 시: 과학박람회
4월 26일, 오후6:30 - 7:30: 합창 콘서트
5월 3일, 오후 6:30 - 7:30: 1학년 콘서트

5월 5일, 오후 6 - 9시: 경매(Auction)
5월 7 - 11일: 교직원 감사의 주
5월 17일, 오후 6:30 - 7:30: 3학년 콘서트
6월 13일, 오후6 - 8 시: 여름 페스티발(Summerfest)
6월 19일, 오전9:30-10:30: 5학년 진급식(5th Grade Moving 
Up Ceremony)
 
이사콰 밸리
4월 20일: 엔지니어링/STEM의 밤
4월 21일, 오후 5-11시: 경매(Auction)
4월 23 - 27일: 봄 책 박람회
4월 26일, 오후 6:30 : 1학년 음악 프로그램 
5월 7 – 11일: 교직원 감사의 주 
5월 17일, 오후6:30 : 유치원 음악 프로그램
5월 18일: 버라이티 쇼
6월 8일: 아이스크림 소셜
6월 12일, 오후6:30: 3학년 음악 프로그램

메이플 힐즈
4월 2 - 6일: 봄 책 박람회
4월 27일: 아트 행사(Art Walk)
4월 30일 - 5월 4일: 교직원 감사의 주
5월 23일: 캠퍼스 미화의 날(Campus Beautification Day)
6월 1일, 오후6 - 8 시: 피자, 빙고의 밤(Pizza Bingo Night)
6월 18일: 운동회
6월 19일: 5학년 진급식(Fifth Grade Celebration)

뉴캐슬
4월 20일, 오후 6 - 8:30: 1-5학년 포틀럭(potluck)과 영화의 밤
4월 24일, 오후 6:30-7:00 : 1학년 콘서트
5월 7 - 11일: 교직원 감사의 주
5월 14 – 18일: 워싱턴 대학 책 박람회
5월 18일, 오후 6-8 시: PTSA 패밀리 이벤트, 과학박람회/
STEM 의 밤
5월 22일, 오후 6-8 시: 2학년 콘서트
6월 5일, 오후 6:30 - 8 시: 유치원 콘서트
6월 15일: 봄 축제-YMCA(Spring Fling – YMCA at School)
6월 20일: 5학년 진급식

써니 힐즈
4월 5일: 합창 콘서트
4월 24일, 오후6 - 6:30: 3학년 뮤지컬
4월 26일, 오후 6 - 9 시: 헤리티지 나잇(Heritage Night)
5월 3일, 오후, 6 - 6:30: 유치원 뮤지컬
5월 7 – 11일: 교직원 감사의 주 
5월 10일, 오후 6 - 6:30 : 1학년 뮤지컬
5월 14 – 24일:박스 탑 기금모금( Box Tops Fundraising 
Drive) 
6월 8일, 오후 3:35-5:30 : 학년말 축제
6월 13일, 오전 9:30 - 오후12:45: 5학년 진급식 파티

선셋
4월 26일, 오후 6-8 시: 아트 행사(Art Walk)
4월 30일 - 5월 4일: 교직원 감사의 주
5월 31일, 오후 6-8 시: 독서 파티(Eager Reader Party)

학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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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학교
4월 9 – 13일: 봄 방학, 휴교, 
5월 25일: 기상관련 보충 수업일, 휴교
5월 28일: 전몰장병 기념일, 휴교
6월 20일: 학교 마지막 날

비버 레이크 중학교
5월 7 – 11일: 교직원 감사의 주
5월 30일, 오후 7-8:30: 봄 오케스트라 콘서트
6월 5일, 오후 7-8:30: 봄 밴드 콘서트
6월 6일, 오후 7-8:30: 봄 합창 콘서트
6월 15일: 봄 축제(SPRING FLING) 
6월 15일: 8학년 파티 
6월 18일: 8학년 진급식
6월 18일: 오전10:55  조기 하교

이사콰 중학교
4월 23 - 27일: 지구의 주(EARTH WEEK)
4월 24일, 오후5-8시: 다문화 박람회
4월 27일, 오후 2:45: 탤런트 쇼 
5월  7 – 11일: 교직원 감사의 주
5월15, 오후2:45-4:15, 6:30 : NJHS축하 및 취임식
5월29 – 6월1일: 기부의 날(CHARITABLE GIVING WEEK)
5월 29일, 오후 6:30: 오케스트라 콘서트

5월 31일, 오후6:30:  밴드 콘서트
6월 5일, 오후6:30: 코러스 콘서트
6월 7일, 오후6:30: 밴드/오케스트라 - 8학년
6월 11일: 8학년 축하 이벤트 – UW HUB
6월19일: 성적 채점일, 오전 10:55분 조기 하교
6월 20일: 카니발(CARNIVAL DAY) 

메이우드 중학교
5월 22 – 24일: 봄 책 박람회 

퍼시픽 캐스케이드 중학교
5월 7 – 11일: 교직원 감사의 주
6월 15일: 8학년 파티와 진급식
6월 19일: 성적 채점일, 오전 10:55, 조기 하교 

파인 레이크 중학교
4월  26 – 27일: 8학년 스마터 밸런스 영어영역 시험(SMARTER 
BALANCED ENGLISH/LANGUAGE ARTS TEST)
4월 30  –  5월1일: 8학년 스마터 밸런스 수학영역 시험
5월 3 – 4일: 7학년 스마터 밸런스 영어영역 시험
5월 7 – 8일: 7학년 스마터 밸런스 수학영역 시험
5월 10 – 11일: 6학년 스마터 밸런스 영어영역 시험
5월 14 – 15일: 6학년 스마터 밸런스 수학영역 시험

학사일정

평안한 부모, 행복한 아이

큰소리로 혼내기, 뇌물, 겁주기, 벌주기 없이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게 하는 법
5월 16일, 오후 7시,  스카인라인 고등학교 극장(Skyline High School Theater) , 5월 17일, 오전 10시,  First Stage (Kidstage) 
Theatre, 이사콰시.

갈등/ 분쟁은 인간 관계의 한 부분이며,  아이들은 갈등을 접하고 해결할 때 필요한 기술을 배웁니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여 아이들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괴롭힘/ 폭력이 아닌 갈등/분쟁의 
해결책을 배우게 됩니다.  로라 마크햄(Dr. Laura Markham) 박사와의 대화에서 다음을 배웁니다:
-평화에 관해 가르치기: 자녀가 형제 자매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표현하도록 부모가 도울 수 있는 방법.
-갈등을 줄이고 관대함을 나누는 접근법.
-부모가 편애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개별 자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
- 더 많이 웃고 다툼을 줄이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 문화를 장려하는 방법.

이 프리젠테이션은 부모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사콰학군의 회원은 무료이며, 비회원은 $10의 기부금이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웹사이트(http://www.parentwiser.org/events) 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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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등학교
4월 9 – 13일: 봄 방학, 휴교
5월 25일: 기상관련 보충 수업일, 휴교
5월 28일: 전몰장병 기념일, 휴교
6월 20일:  학교 마지막 날

스카이라인 고등학교
4월 4일: 헌혈 행사
5월 2 – 5 일: 뮤지컬
5월 7 – 11일: 교직원 감사의 주
5월 14 – 18일: 봄 축제(SPRING FLING WEEK)
5월 18일:자동차 쇼 
5월 19일: 프롬(PROM) 
6월 15, 18 – 19일: 학기말 시험
6월 18일, 오후1시: 졸업 

이사콰 고등학교
5월 7 – 11일: 교직원 감사의 주
6월 2일, 시간 미정: 시니어 프롬(SENIOR PROM)
6월18일, 오후5-7 시: 졸업

리벌티 고등학교
4월 5 – 7일,  필드 트립(FIELD TRIP ROBOTICS COMPETI-
TION WSU)
4월 17 – 22일, 필드 트립( FIELD TRIP ROBOTICS COMPETI-
TION, UNIVERSITY OF HOUSTON)
4월19 – 20일, 필드 트립(FIELD TRIP BIOLOGY ZOO, WOOD-
LAND PARK ZOO)

깁슨(GIBSON) EK  고등학교
5월14 – 18일: 요세미티, 센프란시스코 여행
6월 8 – 15일: 전시회
6월 18일: 전학교 축제

학사일정

등잔 밑이 어둡다
위험한 행동 징후 찾기
4월 16일, 오후 6:30.

가정에서 자녀가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흔적을 찾을 수 있으신가요?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 
특히, 무엇을 찾아봐야 하는지 모른는 경우에는 그렇죠. “히든 인 플레인 사이트(Hidden in Plain Sight;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것들)” 발의는  부모가 청소년의 방안에 배치되어 있는 대화식 
디스플레이를 통해 위험한 행동 징후를 찾아내도록 도와줍니다. 디스플레이를 잘 살펴본 후, 참가자들은 
청소년 발달에 관해 배우며 법 집행, 치료, 약물남용 예방 분야의 여러 전문가와 부모들로부터 약물 사용의 
징후에 대해 배웁니다.

이 프리젠테이션은 성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오픈하우스 시간: 6:30- 8:30, 오후 8시에 전문가의 
디브리핑이 있습니다. 주소: Central Washington University, 120 228th Ave NE, Sammamish, WA.

이사콰학군의 PTSA 회원은 무료이며, 비회원은 $10 기부금이 요구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웹사이트:(http://www.parentwiser.org/events)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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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년의 밤
4월 20일, 금요일, 오후 6 – 9 시

8학년 학생들만을 위해 이사콰 커뮤니센터가 
개방됩니다! 
 
수영, 농구, 하키, 배구, 아트 프로젝트, 비디오 게임, 
댄스 등등! 수영을 하고 싶으면 수영복과 타월을 
가져오세요. 신청을 마친 선착순 40명이 모여서 
줄리어스 보헴 수영장으로 함께 이동합니다.  
오후7시15분에 시작하여 한 시간 동안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케티(Cathy)에게 연락하세요(cathyj@ 
issaquahwa.gov). 

당일날 입장료는 $5이며, 키와니스(Kiwanis)가 
판매하는 $1 입장권도 있습니다.
입장시 ASB카드나 학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철인3종 경기 
6월 3일, 일요일

제 3회를 맞이하는 수영, 자전거, 달리기 3종 경기! 
줄리어스 보헴 수영장에서 수영으로 첫번째 코스를 
시작합니다. 그런 후 레이니어 트레일 루프(Rainier 
Trail loop)에서 자전거를 탄 후에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센터 앞 잔디 마당 한 바퀴를 달리기 합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이 행사는 
어린이들을 위한 철인 3종 경기의 맛보기 체험 
행사로 시간 제한이 없으며,  “그냥 재미로” 하는 
경기입니다. 

이 행사에 도움을 주신 이사콰 청소년 
자문위원회(Issaquah Youth Advisory Board)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미리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 행사에 도움을 주실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연령: 6 – 12 
커뮤니티 센터 정문 잔디 마당에서 정오에 체크인을 
시작합니다. 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합니다. 참가비는 
이사콰시 거주민은 $25이며, 비거주민은 $30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 issaquahwa.gov/
issykidstri)에 있습니다. 

2018 이사콰 파머스 마켓
5월 5일, 토요일 – 9월 29일, 오전 9시 – 오후 2시.

픽커링 반(Pickering Barn)

이사콰  파머스 마켓에 오셔서 신선한 경험을 하고 
가세요. 신선한 야채와 과일, 집에서 만든 물품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행사와 가족을 위한 
엔터테인먼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스케줄은 
웹사이트(issaquahwa.gov/market)를 통해 확인하세요.

픽거링 반 뒷편에 마련된 주차장에서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어린이가 참여하는 파머스마켓 
7월 21일, 8월 18일

킹 카운티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까지의 어린이들이 
이사콰 파머즈 마켓에서 본인이 만든 수제품들을 
판매할 기회가 주워집니다.

환불 안되는 $10불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수제품을 만드는 기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마케팅, 세일즈, 비용과 수익의 이해, 
공급과 수요 및 대중과의 소통에 관한 기술도 
가르칩니다. 

이틀 동안 있는 이 행사의  참여자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이메일(issaquahfarmersmarket@issaquahwa.gov ) 
하시거나, 전화((425) 837-3311) 하세요.

무료 교습, 수시 수강 가능!

이사콰 도서관에서 하는 성인 대상 
교육

시민권 클래스, 매주 수요일, 오후4:30 시

ESL 클래스, 토크 타임 클래스, 매주 목요일, 오후 6:3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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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 축제 
4월 21일, 토요일, 2018
오전 10시– 오후2 시

비버레이크 공원(Beaver Lake Park )– Lodge & 
Pavilion

25201 SE 24th St
Sammamish, WA 98075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공원 청소를 도와주세요!  
그룹이나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사마미시시에 처음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자원봉사 동의서: 
(www.sammamish.us/volunteer/VolunteerAgreement.aspx)
를 작성해 주세요. 이 축제는 
공작활동, 다양한 엑티비티, 정보 데스크, 상품, 푸드 
트럭, 공연, 프리젠테이션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sammamish.us)
를 방문하시거나, 이메일(ejones@sammmamish.us) 
하세요.

리그-에이-팔루자
2018년,5월 19일 ,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Sammamish Commons Plaza, 시청

801 228th Ave SE
Sammamish, WA 98075

 
오셔서 다양한 차종도 구경도 하시고 커뮤니티 
봉사자들과 함께 사마미시시를 어떤 방법으로 안전하고 
청결하게 운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세요!

사마미시시 공원 및 공공 사업부(City of Sammamish 
Parks & Public Works Departments), 킹카운티 폭발물 
제거반(King County Bomb Disposal Unit), 사마미시 
플레토우 상수도 사업부(Sammamish Plateau Water), 
이스트 사이트 소방소(Eastside Fire & Rescue),
사마미시시 경찰( Sammamish Police), 워싱턴주 순찰대
(Washington State Patrol), 미 우체국(United States 
Postal Service), 클락스 견인(Clark’s Towing), 
미 산림청(United States Forest Service), 워싱턴주 
수산청(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Fish & Wildli-
fe), 이사콰학군(Issaquah School District), 킹카운티 
도서관 시스템(King County Library System), 킹카운티 
동물보호센터 (King County Animal Control Search & 
Rescue)가 참가합니다. 

무료 행사이며 푸드 트럭에서 음식 구매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sammamish.us)를 통해 
알아보거나 이메일 (lhandlos@sammmamish.us) 
하세요.

스케이트 대회
2018년, 6월 1일, 금요일

오후5 -7 시
코몬스 스케이트 공원

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분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거주민은 $5, 비거주민 $10의 참가비가 있으며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분들은 여려 
연령대로 분류되어 멋진 상품을 타기 위해 서로 
경쟁합니다. 등록은 오후4:30분에서 오후 5시까지 
하셔야 합니다. 대회는 오후 5시에 시작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sammamish.us)를 통해 
알아보거나  이메일 (lhandlos@sammmamish.us) 
하세요.

야외 영화 상영
2018년,6월 8일, 금요일

오후7:30 - 10 시
시청에 있는 사마미시 코몬스 플라자

801 228th Ave SE
Sammamish, WA 98075

사마미시시가 올해 최초로 야외 영화상영을 
플라자에서 합니다. 6월 8일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sammamish.us)나 
이메일 (lhandlos@sammmamish.us)로 알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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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재교육 정보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재교육을 받아보세요 – 렌튼 
도서관(100 Mill Ave S) 출입구에 있는 데스크로 
오셔서 현재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다른 
분야로 전업할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근처 칼리지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세요. 
4월 4일, 5월 2일, 6월 6일,  수요일, 오후 1-3시에 
행사가 있습니다.

렌튼 청소년 라운드 테이블 

이것은 7학년-12학년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렌튼지역 
도서관의 지도자 그룹입니다.  이 포럼은 청소년이 
렌튼 지역사회에 지도자 역할을 할 기회를 주며 렌튼 
도서관과 커뮤니티 행사나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청소년들은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기회가 생기고, 자기처럼 
도서관이나 지역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학생들은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자원봉사시간을 인정받습니다. 
렌튼 청소년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를 원한다면 
아래의 웹사이트
: (https://goo.gl/forms/YH8cCUAoucnNZPa83) 로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여름방학 자원봉사의 기회

렌튼 도서관은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친구(Book Buddies )– 유치원 - 4학년 
학생과 함께 책 읽기 연습을 합니다. - 8-12학년만 
자원봉사 가능.  6월 27일 오후 1시에 자원봉사 필수 
교육을 제공합니다. 책 읽어주는 친구(Book Buddies)
는 7월 10-31일까지이며 매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보조 – 프로그램 진행 중은 물론이고 
프로그램 시작 전 준비와 뒷마무리를 돕습니다. 봉사 
가능한 날이 많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425) 226-6043 로 
전화하시거나 이메일( jwooten@kcls.org ) 하세요.

렌튼 역사 박물관 무료 개방일

렌튼 역사 박물관이 렌튼시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전시, 프로그램, 출판물과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매달 첫째 수요일과 셋째 토요일에 무료 
개방을 하니 가족들이랑 방문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 :235 Mill Avenue South, Renton.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425) 255-2330로 전화하시거나 
이메일(kowens@rentonhistory.org) 하세요.

토크타임 클래스

영어 대화 그룹에 참가해서 영어 말하기와 듣기 
실력을 향상시키세요. 또한 미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무료 클래스이며, 사전에 등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렌튼 도서관, 주소:100 Mill Avenue South Renton, 
WA 98057
매주 화요일, 오후 7 - 8:30.

조기 문해력 파티
6월 25일

오후 1-2:30
100 Mill Ave South, Renton

0-5세의 유아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스페인어로 진행되며 8번의 워크숍으로 구성된 무료 
행사입니다. 조기교육에 관해 배우며 자녀의 유치원 
입학 준비 방법에 대해 배울 기회가 됩니다. 첫번째 
파티는 6월 25일, 오후 1-2:30에 있습니다.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KCLS Foundation( 킹카운티 도서관 시스템 재단)이 
무료로 책을 나눠줍니다..
렌튼 도서관, 주소:100 Mill Avenue South Renton, 
WA 98057
더 자세한 정보는 전화로 문의하세요( (425) 369-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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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지도자들과 청소년들이 이사콰시에 청소년 카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며, 청소년들이 친구와 사교하며,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학교 밖의 안전한 공간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청소년 
카페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서로간의 다름은 물론이고  개개인의 역사, 
신념, 전통과 견해도 소중히 여기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협력하여 여러 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축복하는 것이 더 강한 
커뮤니티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4개의 고등학교의 대표로 이루어진 틴즈 4틴즈(Teens 4 
Teens)라고 불리는 학생운영위원회에 의해 개발되어질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곳,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곳, 아트, 시, 음악등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곳, 소셜서비스(social services)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원합니다.  청소년 카페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열정과 부합하는 커뮤니티를 찾아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카페는 프렌즈 오브 유스(Friends of Youth)가 재정지원을 하며 
이사콰시와 이사콰 커피 컴퍼니(Issaquah Coffee Company)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케이리 제크 (KayLee Jaech)에게 연락하세요.
이메일: kayleejaech@comcast.net.

집에 조부모님이 계신가요?
이사콰시와 렌튼시에는 시니어 센터(Senior Centers )가 있습니다. 멤버쉽도 필요하지 않으며 누구나 오셔서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클래스, 프로그램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카지노와 박물관 견학여행도 
포함합니다!
현재, 북벨뷰 커뮤니센터에서는 다른 언어로 행사를 제공합니다. 라틴계의  노인 그룹은 월요일과 금요일에 
모이며, 수요일에는 중국어 합창단 행사가 있고 토요일에는 타이치 (Tai Chi )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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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애인의 어머니로서 장애아이가 만21살이 되어서 학교 시스템을 떠나야 할 때 부모가 느끼는 공포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옵션이 없다고 느끼고, 이것을 받아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태본 러닝센터는 내 딸 사바(Sabah)가 중증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34년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장애아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따로 필요하다고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사바가 나이가 늘수록 저희는 감히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꿈과 희망: 건강, 행복, 친구와 지역사회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바가 자신의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 일에 보통 가정 보다 좀 더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는 사바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준비가 되었을 때 사바의 커뮤니티의 큰 부분을 잃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사바가 대학 진학을 할 것도 아니였고, 휴가를 계획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바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친구와 가족들의 도움을 청했고 사바가 친구를 만나고, 행복함을 느끼고 계속해서 삶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여 최대한 자립력을 키울수 있는 태본 러닝센터를 설립했습니다 . 태본 러닝센터는 올해로 십 년째를 
맞이합니다. 3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80명의 멤버가 있으며, 그 수요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본 러닝센터는 세 분야(사회성 개발, 자립 생활력, 지역사회 연관성)에 포거스를 둔 활동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능적, 성장발달적 장애를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적용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우리는 야외 정원과 커뮤니티 빌딩, 실생활 연습 및 동급생 코칭을 병합하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학생들이 집과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는 오늘 정원을 거닐다가 사바가 직원, 친구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태본의 프로그램이 잘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바는 이제 친구도 지역사회도 있고 또한 삶의 목표도 있으니까요. 이 깨달음이 내 딸의 
미래를 희망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차게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www.tavoncenter.org)를 방문하세요. 프로그램 
투어를 원하시면  (425) 466-8022 로 전화하세요.  현재 프로그램의 정원이 찼지만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현 멤버가 휴가 중일 경우 매달 단위로 자리가 나기도 합니다. 

어떤 가족에게는 이런 전환기가 두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장애를 가진 성인에게도 옵셥이 있습니다. 

태본 러닝 센터 
테레스 바파예자데

고등학교 이후의 프로그램:

OLS at Bellevue College
Bridge of Promise-Carnation

Alyssa Burnett Center-Woodin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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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Clean eating은 다이어트와는 다르다는 것을 유념하세요. “다이어트”라는 말은 체중을 줄이기 위해 
식사량을 줄이거나 일정기간 동안 특정 음식만 먹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clean eating은 조리된 또는 정제된 음식의 섭취를 피하는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사습관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음식과의 관계형성으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조리가 덜 된 음식이나 공장에서 식탁에 이르기 까지 많은 공정을 거치지 않은 음식을 드세요.  Clean eating은 
간단히 말하면 집에서 신선한 야채, 과일과 최소한의 공정을 거친 재료를 이용해서 더 많은 요리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조리된 음식을 고를 때는 성분 목록을 잘 살펴보세요. 혹시 발음을 할 수 없는 성분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조사해 보세요. 한 시리얼 박스에 5가지 이상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보다 적은 성분을 포함한 시리얼을 
찾는게 좋겠죠. 

Clean eating은 먹는 것이 괴로운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저 좀더 건강한 대안을 찾고 일일 식단에 더 많은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초콜렛 조각이나 적은 양의 감자 튀김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을 마친 후에  케익이 너무 먹고 
싶다면, 당연이 드셔도 좋습니다. 네, 하지만 적당량을 항상 기억하세요. 

퀴노아 실란트로 샐러
삶은 퀴노아 2컵 (4컵의 물에 삶는다)

실란트로 한 묶음1 bunch of chopped cilantro
페타(feta) 치즈 1컵 ( 옵션사항, 치즈 사용할 경우, 소금은 넣지 마세요)

올리브유 3 테이블 스푼l
라임 1개의 주스

잣 ¼ 컵(또는 다른 견과류)

퀴노아를 삶은 후 잘 식혀준다.  잘 식힌 퀴노아에 실란트로와 페타 치즈(옵션)를 넣는다. 
컵에 올리브유와 라임 주스를 섞어 준 후 샐러드에 부어 주고 소금으로 간을 한다. 잣을 올려서 서빙한다. 
맛있게 드세요!

클린 이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마리솔 비셜

피해야 할 것들

정제된 음식: 정제된 설탕, 흰 쌀밥, 흰 밀가루
조리된 음식: 쿠키, 흰빵 등.
술.
단 음료: 탄산음료,  이온 또는 스포츠 음료, 설탕을 포
함한 풍미 첨가한 물.

추천 사항
과일과 야채 섭취; 가능한한 자연상태로 섭취.
통밀이나 통밀을 포함한 음식 섭취.
양질의 육류 섭취: 적게 섭취하되 양질의 제품 섭취.
건강한 지방 섭취: 아보카도, 건과류와 생선.
다량의 물 마시기. 물은 포만감뿐만 아니라 소화를 증진 
시킵니다.
직접 요리하기.
음식에 포함된 성분 라벨을 확인하기: 성분이 적을수록 
더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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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벨라루스 공화국(Republic of Belarus)의 아름다운 지방 도시에서 자랐으며 제가 16살 때 미국의 
로스엔젤레스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 온 첫해는 낯설고, 어렵고, 힘들고, 새 문화에 눈을 뜨는 탐색의 
시간이였어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기의 학교 시스템은 벨라루스와 비교해서 아주 달랐어요.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졸업하는데 
요구되는 필수요건과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고등학교 졸업장도 받고 대학진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학교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많아서 그나마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저희 학교는 아주 훌륭한 ESL부서가 있어서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소통을 여러 나라 언어로 도와주었어요. 

지금은 이사콰학군에 두 아이를 둔 엄마로서 개별 학교 및 수업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집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상관없이 자녀는 부모가 여러 
교육정보를 잘 숙지하여 자녀들이 필요로 할 때 정보를 찾고 또 찾은 정보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제가 드릴수 있는 충고가 있다면, 저는 “모든 정보를 찾고, 제대로 알고,  잘 모르거나 또는 생소한 개념이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물어보라”고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같은 모국어를 쓰는 
사람중에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분이 계실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요즘 세상은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손끝에 있습니다. 인터넷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이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특정 분야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관리하는 포럼, 채널,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찾아보세요. 때로는 이민 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온라인 정보를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새로 온 이민자를 도와주고 문화적 및
인종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그들만의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모국에서 취득한 학점을 
미국교육기관에서 인정하는 학과목으로 제대로 번역해주는 학점 번역 서비스가 그 좋은 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집에서는 수학과 아트 과목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 과목에 보충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벨뷰에 있는 러시아 수학 학원(Russian School of Mathematics (RSM) )을
 찾았고 방과후에 있는 클래스에 등록했어요. 또 저희 아이들을 이사콰시에 있는 뮤세오아트(MuseoArt)에서 
하는 캠프에도 보냈어요. 이 지역에는 수 백개의 학원, 캠프등이 있고 대부분의 곳이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성하는 다인종 커뮤니티인 이 지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빌며, 무엇보다도 이 지역이 제공하는 모든 문화적, 교육적 기회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야 리보바

동유럽에서 미국으로

-러시아인 수학 학원 (RSM)
 https://www.russianschool.com
425 518 6114
-러시아인 커뮤니티센터 / Русский Общественный Центр http://www.
russiancommunitycenterseattle.org/
-러시아인 연극센터 / Русский театр “Хамелеон”: http://
theatrechameleon.org/
-러시아인 커뮤니티 극장 / Театр33: https://www.studio33wa.com



24

문
화

 연
결

다문화, 단일 스포츠!
팀 스미스

제3문화 아이(Third Culture Kids), 약자로“TCK’는 자신의 출생국이나 시민권을 가진 나라와 다른 
국가(들)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자신 모국의 문화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직계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그들만의 “제 3” 문화를 형성합니다. 
TCK는 보통 여러 나라에서 살거나 여러 나라 언어를 구사합니다.  이들은 세계 시민으로 “국제 유목민(Global 
Nomads)”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제가 12살 때 저희 가족은 미국에서 홍콩으로 다시 싱카폴로 이주했습니다. 저는 국제학교에 진학했고 거기서 
세계 여러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교사들을 만났죠.  스포츠를 통해 저와 친구들은 하나가 될수 있었어요. 
영국(Pommy), 호주(Aussie), 뉴질랜드(Kiwi) 아이들이랑 함께 그들만의 속어를 배우면서 럭비를 했어요.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는 일본 친구들과는 야구를 했어요.  닭들이 쫒아 다니는 도시 중심에 있는 농구 
코트에서 중국 아이들과 농구를 했고, 거기선 중국 노인들이 크게 헛기침을 하면서 내기 게임을 하곤 했죠. 
스포츠는 제게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재밌고 캐주얼하게 배울수 있는 장이 되어 주었어요. 

저는 새로운 나라에 이민온 젊은 친구들에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면 스포츠 팀에 들어가라고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언어는 물론 문화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럭비 팀의 일원으로 아시아에 있는 여러나라로 여행을 갈 수 있었어요. 
방문하는 나라마다의 풍경, 소리, 맛을 모두 받아들였죠. 새로운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저는 새로운 것에 눈을 
뜨게 되었고 저와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젊은이들은 스포츠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나라와 문화에 대해 배우는 동시에 학업에 대한 압박감을 떨쳐버리고 여유롭게 자신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TCK는 계속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그들만의 어려움과 도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 3문화 아이들은 보통 친밀한 개인적 유대나 깊은 교우관계를 꺼립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런 부정적인 면을 감안하더라도 국제유목민의 흥미진진한 삶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어린시절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어떤 것 하나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팀 스미스(Tim Smith)는 퍼시픽 케스케이드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이사콰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습니다. 팀과 그의 아내는 학교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The Nourish Every Mind  
Auction is available online 
 only from April 27–May 7  

at isfdn.org/auction

Parking is available at  
the Meydenbauer Center  

for a flat fee.

Golden Apple Sponsor Luncheon Golden Apple Sponsor Breakfast

5th Annual  
Breakfast

Tuesday, May 22, 2018 
7:30–8:30 am

Eastridge Church 
24205 SE Issaquah Fall City Rd 

Issaquah, WA 98029

Emcee  
Brad Goode

Doors open at 7:00 am  
with time for networking  
and a breakfast buffet. 

20th Annual  
Luncheon

Thursday, May 10, 2018 
12:00–1:00 pm

Meydenbauer Center 
11100 NE 6th Street 
Bellevue, WA 98004

Emcee 
Molly Shen, Komo 4 News

Doors open at 11:00 am  
with program displays,  
a wine wall and more!

Experience the power  
of donor investment

Hear inspiring stories from  
students and staff

Learn about the  
District/Foundation partnership

$150 requested donation

RSVP today!

isfdn.org
425-391-8557 

FUELING 
SUCCESS 

FOR EVERY 
STUDENT, 

EVERY
SCHOOL

Photo by Michelle Enebo

2018 NEM Flyer_CB.indd   1 3/4/2018   10:27:07 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