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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콰 학군 영어 제2외국어 가족들을 위한 정보잡지



독자 여러분,

2016년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많은 사람들에게 2월은 새해의 계획 및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거나 또는 조용히 잊혀져
가는 달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했거나, 자기 계발을 시작했거나, 우리 아이들의 
삶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던지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앞의 계획들 중 
아이들의 삶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등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아이들이 우리에게 대화를 청할 때 느긋하게 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기회와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그
순간들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Cultural Bridges for Education 을 통해서 자녀들을 위해 학교 참여에 대한 정보를 더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는 많은 자원 봉사 활동 기회가 있습니다. 고학년 아이들은 학교 
밖에서의 봉사 활동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에 한 계획 중에 건강 챙기기가 있다면, 2월과 3월 시험 기간에 자녀들이 충분한
수면과 영양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특히 
좋은 아침 식단 )은 더 나은 학습 효과를 가져옵니다. 3월 18일에는 Skyward에
성적표가 게시되니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패스워드를 잊으셨거나 새 계정을 만드셔야 한다면 이메일이 없으셔도 학교 사무실 문의
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의 학교에서의 진행 및 성장 상황에 관심을 갖는 것 역시 자녀에
대한 세심함의 표현입니다.
요즘 십대들 사이에 인기 있는 앱Snapchat에 대한 기사도 있습니다. Snapchat에
대해서 알고들 계신지요? 그리고 자녀들과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객원
 컬럼리스트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사람마다 현재를 사는 의미는 다릅니다. 본인의 재량 내에서 아이들의 삶 속에 
자녀들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며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자녀들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운을 빌며,

Marison Visser and Margarita Leas 사진 Vaclav Myd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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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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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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채 (學校債, 자금조달을 위한) 란?

워싱턴주는 공공건물이나 공립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민들이 학교채 발행을 위해 투표로 가부를 결정 해야 
합니다. 모게지(분할상환 방식의 loan)와 비슷하게 학교채도 20여 년 동안 
납부하며 납세자들을 위해 연간 비용을 줄여지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콰 학군의 학교채는 보통 9년 이내에 상환 해주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줄어
들수록 납세자들의 금액이 절약 됩니다.

주정부 법에 의하면 학교채는 건물과 건물 유지 비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학급 운영비로나 급여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는 매우 신중하게 계획한 학군의 
학교 기금을 보관하는 중요한 절차 입니다. 예를 들어 한 초등학교의 지붕을 
보수하게 된다면 23명의 선생님들의 연봉과 동일한 200만불 이상의 보수 비용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기금이 전혀 없는 최악의 사태인 경우에는 학급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채엔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

• 4개의 새로운 학교 증축: 지난 4년 동안 학군에는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  늘었으며 향후 5년 내에 1,500명에서 2,000명으로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  예상 됩니다.  이같이 계속적인 입학생의 증가는 2개의 새로운 초등학교, 6번째 
• 중학교와 4번째 통합 고등학교의 증설을 필요로합니다.
• 학교 부지: 이사콰 학군에서는 2016년 학교채로 새로운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 
•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 파인 레이크 중학교 재건축: 1974년에 세워진 파인 레이크 중학교는, 첨단공법과
•  에너지 절약형 건물 그리고 새로운 학습환경적인 학교로 재건축 될 것입니다.
• 중요한 현 6개 초등학교들의 확장/현대화: 늘어나는 학생과 교육 충족을 위해 
• 주정부 보조의, 종일반 유치원; Discovery, Endeavour, Sunset, Cougar Ridge, 
• Maple Hills and Clark초등학교들은 4개에서 8개반의 형태로 확장 혹은 현대화
•  할 것입니다.

2016년 학교채가 세금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 현재 부동산 가치 US$1,000당 US$4.14 이나 그 이하의 세율로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 안정적인 세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학군은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의 지속적인 

새로운 건축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에 대한 높은 평가 때문에 대부분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지원 가능한 목표 세율을 위해서, 학군은 2016년 예산안에 의한 “새로운” 세율의 
인상을 막기 위해 현재 장기세수에 대한 세율을 감안했습니다.

예산 (학교채) 실행과 개발 위원회
학교채 실행 및 개발 위원회는 2015년4월 1일부터 5월 6일의 회의에서 2016년 지역민들의 의결권 행사에 
필수시설 요구 결정과 잠재적 예산안을 결정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위원회는 제안 권고안을 제안된 학교예산사업 
추천안을 교육 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위해 이사회에 보냈습니다.
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 총 사업비, 잠재적 예산안의 세금에 대한 영향, 현재의 경제적 상황 고려, 위원회의 
여러 측면의 예산을 제안하고 평가하였습다:
• 이사콰 학군의 학생들이 미션과 학습목표를 위해 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전적으로 신뢰를 보냅니다.
•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 그리고 주정부와 학군의 기준과 일정에 따라 유지 관리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참여
Bond2016@issaquah.wednet.edu 로 의견을 보내주시거나 Jacob Kuper 425-837-7024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학교 채
2016년 4월 26일 투표

안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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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잘 못해도 혹은 전혀 못해도 자원 봉사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 몇가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의 밤”과 같은 학교 행사에 문화 교류 역할 또는 문화 대사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선 팝콘 봉사자, 미술 수업 보조, 분실물 보관 장소 관리, 도서실 도우미 
(책꽃이에 책정리), 또는 선생님들 보조로 복사하기, 종이 자르기, 연필 깎아주기, 복도에
그림 글짓기, 작품 걸어주기 등 여러 분야에서 도와 주실 수 있습니다.
중학교에선 Walkabout (약간의 교육을 받은 학부모의 등교 전 방과 후 점심시간 때의
일반공간에서의 모니터), 학생들 개인 사물함 사용 도우미, 교문 닫힌 것 확인하기, 또는
문화 공유의 자원봉사 기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선 현장학습 또는 다른 행사에 동행, VOICE (Volunteers of Issaquah Supporting 
Educat ion) 프로그램의 (봉사자와 동일한 언어와 문화배경이 다른 고등학생
연결) 멘토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학군의 자원봉사에 관해 자주 물으시는 질문들(FAQ)       

이사콰 학군에서 봉사 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주소 보유와 자원 봉사 지원 시스템 이용을
 위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야 합니다. 현재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지 않다면 무료 이메일 
주소 (예: hotmail.com, gmail.com, yahoo.com 등)에 가입 하셔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학군 담당자의 답변입니다:

자원 봉사 지원 자격의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등록신청서 작성과 동시에 시스템에 활동 가능한 봉사자로 등록 됩니다. 과거에 자원
봉사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체크 리스트에 있는 필수 항목들을 다 입력하셔야 등록이 
끝나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어떻게 수정하죠?
“My Profile” 클릭 하셔서 개인정보 수정 하시면 됩니다. 수정 후 페이지 하단에 있는 
 “Save” 를 클릭하세요. 언제든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원 봉사 지원서는 얼마나 오래 보관 유지가 되죠?
일단 지원서가 작성되면, 전자 온라인 지원 시스템에 보관 됩니다. 12개월 이내에 
업데이트 되지 않을시는 “비활동” 으로 전환됩니다. 지원서는 언제든지 필수 항목 정보
업데이트시 복원됩니다. 
한번에 한가지 이상의 자원봉사를 지원 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실수 있는 만큼 지원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제한된 자리의 
자원봉사는 모든 지원자가 승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원 봉사자 승인 여부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신청서 접수와 승인시 이메일이 발송 됩니다. 본인의 이메일 계좌 설정에 따라 스팸이나
정크 메일 폴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8시간 이내에 연락을 못받으면 
volunteers@issaquah.wednet.edu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왜 유효한 운전 면허증이나 여권이 필요한거죠?
모든 봉사자들의 신원 조회를 위해 유효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이 필요합니다. 
학군 안의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자원 봉사자 승인은 얼마나 유효하며 내년에도 자동 승인 되나요?
자원봉사 승인은 한 학년 기간 동안이나 또는 운동시즌 동안만 유효합니다. 싸이트로
재방문 하셔서 신청서와 새로운 필수 항목 사항들을 입력하시어 작성하시면 승인 됩니다.
저는 승인 받은 봉사자 입니다. 학생들의 행사 전 후 자가 운전으로 이동시켜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차량 이동은 자원 봉사자 의무 제외 항목으로 다른 학부모의 승인이 있어도 안됩니다

이사콰 학군의 더 많은 자원봉사 지원에 대한
정보는https://issaquahvolunteers.hrmplus.net/Home.aspx  나 
이사콰 스쿨 재단http://issaquahschoolsfoundation.org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콰 학군 자원봉사 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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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는 워싱턴 보건부와 OSPI (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의 
성교육과 질병 예방 교육지침과 일치하는 교육과정 입니다.
이사콰 학구는 학생들의 건강한 청소년과 성년을 위한 성교육을 제공합니다. F.L.A.S.H 
는 이사콰 학군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과 10학년 학생들의 성교육 교육과정 
입니다.

학교에서 성교육시 반드시 :
• 의학적 과학적으로 정확
• 적정 연령 교육
• 학생들의 성별, 인종, 장애상태나 성적 성향과 관계없는 적정 교육

F.L.A.S.H 란?
F.L.A.S.H는 시애틀과 킹 카운티 워싱턴 공증 보건에 의해 만들어진 성교육 프로그램 
입니다. 이 교육 과정은 5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년별로 나뉘며 세가지 교육과정으로 
나뉘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4/5/6학년F.L.A.S.H, 7/8학년 F.L.A.S.H 와 
고등학교F.L.A.S.H. 또한11세 부터 21세 특수 교육 학생 교육 과정도 있습니다. 각 
교육 과정은 약20 가지 레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F.L.A.S.H. 는 공립 학교들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 긍정적이고 건전한 성의 기반을 제공할것 입니다. 본 교육은 
자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임신· 성병· HIV 예방에 대한 교육과정 입니다. 수업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 성건강, HIV/AIDS와 관련된 위험과 현실, 대인 관계, 신체 이미지, 
성 역할, 성적지향과 관련된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F.L.A.S.H 교육
1974년에 생긴 연방 정부 헌법에 의거해, 모든 성교육용 자료들은 부모님들께서 확인 
및 검사 하실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언제라도 자녀들을 성교육 시간에서 제외 
시키실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공개 설명회는 교육 내용의 확인 및 검사를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날짜는 이사콰 학군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으며 각 학교로에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HIV/AIDS 교육
국민들의 건강에 에이즈 바어러스가 미치는 위협을 인정하여, 1988년 워싱턴 주 
입법부는 옴니버스 에이즈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 법은 지역 학군의 5학년부터 
12학년의 학생들에게 에이즈 바이러스의 병리학과 예방법에 대해 매년 교육을 제공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HIV/AIDS 교육과정에서 제외 시키시지 않으신다면 부모님 
설명회에 참석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워싱턴주 옴니버스 에이즈 법안에 의해 교육 
면제시 부모님들은 공개 설명회에 참석 하셔야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이 있으시다면 자녀의 선생님이나 교육과정 전문가 Nancy Stewart 에게 전화 
425-837-7145로 연락 주시거나 이메일 stewartn2@issaquah.wednet.edu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보호자 설명회 날짜와 시간:
 3월 29일 화요일 저녁 6:00
 4월 2일 토요일 오전 9:00

설명회 장소는565 NW Holly Street, Issaquah에 위치한  Administration Boardroom 
입니다.

설명회는 정각에 시작하며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부모님/보호자께서 HIV/AIDS  교육에서 학생을 제외 시키고 싶으시다면 설명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Family Life와 성교육 (F.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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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천천히 –아이들이 놀이 중 “ 표지는 드문가요?
시는 이 표지판이 도로에서의 놀이가 허용되고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명확히 그렇지 

않기에 시에서 이 표지판 사용을 제한해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속도제한 같은 교통규제 
표지를 무시하는 운전자가  “천천히 –아이들 놀이 중 “ 이라고 쓰인 표지판에 관심을 

가지리라고는 믿기어렵기 때문입니다.

2. 교차로의 모든 횡단 보도에는 왜 칠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연구에 의하면 보행자 관련 사고 중 실제로 표시되지 않은 횡단보도 보다 횡단보도 
표시된 곳에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이트로 칠 해놓은 
횡단보도가 주는 잘못된 안전 인식 때문 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 보도는 시의 
지침에 따라 보행자의 유도와 통제가 가능 한 곳에만 표시되어야 합니다.

3. 시는 어떻게 제한속도를 결정하는가?
속도 제한 규정은 다음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도로의 85번째 퍼센테지 속도 (드라이버의 85 %가 이 속도 또는 이하에서 운전).
• 도로 특성.
• 사고 기록.
연구는 단순히 제한 속도를 줄이다고 교통을 느리게 하는 것이 아닌 도로 특성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 시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교차로에 정지 표지판을 세울지 결정 하는가?
    정지 표지판은 최적의 장소와 조건에 사용할 했을 떄 가장 효과적인 교통 제어 장치 중 

하나입니다. 정지 신호가 필요한 경우엔 국가와 주 표준을 사용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지 표지판은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통행 우선권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때로는 장애물에 의해 필요해 지기도 합니다.
과속 제어를 위해 정지 표지를 사용하지만 표지판 근처에서만 감속이나 정지가 

이루어지기에 비효율적 입니다. 교차로 사이에서 정지로 인한 시간만회를 위해 속도를 
더 높이기도 합니다.

도로 교통 안전

역사 체험 현장
놀이 데이트

이사콰 역사 박물관이 주관하는 어린이 역사 체험 참여를Issaquah Depot Museum에서 놀이 데이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달의 행사로는, 저희 지역사회의 역사에 대한 창의적인 활동과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4월 30일까지 이벤트로 개최됩니다.  
The Depot Museum (디폿 박물관) 주소는 78 First Ave. NE. Issaquah, WA. 98027 입니다.

학부모와 보호자 분들의 참여나 관찰도 환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사콰 역사 박물관 전화 425-392-35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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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폴로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베카 케네디 입니다 아폴로 초등학교 영어 학습 프로그램 (ELL) 대해 말씀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아폴로 초등학교의EEL 프로그램 교사로 근무한지 5년차 
입니다. 저희 EEL 프로그램은 아폴로 전체 학생수의 14%이며 그 숫자는 매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18개의 언어를 말하며 학교에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것은 
실로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ELL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말하기, 듣기, 읽기 그리고 쓰기 지원을 제공하는 
것 입니다. ELL 학습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적, 학문적 목적으로 어학 숙련 능력을
 성장 시킬 것입니다. 저희 학군의 GLAD (Guided Language Acquisition Design) 는 초등 
학교의 ELL 교육 모델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아폴로의 교사들이 교실에서 영어 
습득, 학업 성취도, 그리고 문화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GLAD 사용 할 수 있도록 훈련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아폴로 ELL 학생들은 push-in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제가 EEL
 학생들이 교실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것들을 표준화하여 지시합니다. 이 모델은 EEL 
학생 들이 교실에서 공부 하는 것들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설명들을 입력해 둘 수 있게 
합니다. 학생들은 개인별 영어 실력 수준을 바탕으로 정해진 레벨 공부를 하게 됩니다. 
초급 ELL학생들은 oral communication skill (말하기와 듣기)를 교육합니다. 중급 ELL 
학생들은 이해력에 고급 ELL 학생들은 교과 언어와 작문에 집중합니다.
지희는 이번 봄학기 영어 능력 평가로 새롭게  21세기(ELPA21)를 도입 할 것입니다.
  ELPA21은 “뉴 커먼 코어” 주 기준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평가 시험으로 모든 EEL 
프로그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입니다. 날짜는 추후 결정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EEL 프로그램에 대한 글을 읽어 주신 부모님과 가족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이 있으시거나 
봉사하시고 싶으신 분 들은 망설이시지 마시고 언제든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레베카 케네디
kennedyr2@issaquah.wednet.edu

아폴로 초등학교의 영어 학습 프로그램 (ELL)

2월 3월 학교 행사 및 활동

2월 3일 화요일 저녁 7시-9시: 도서관에서PTA (학부모 교사회) 위원회 회의, 모든 분들의 참여 환영합니다!
2월 9일 화요일 저녁 6:30-9시: 도서관에서 PTA (학부모 교사회) 정기 총회, 모든 분들의 참여 환영합니다!
2원 10일 수요일: 다양한 공연 트라이 아웃
2월 11일 목요일: Spirit Day “ 크레이지 헤어 데이” (이상한 헤어 스타일의 날)
2월 15일 부터19일 월요일~금요일: 두번째 겨울방학. 학교 휴교
2월 26일 금요일 저녁 6시-8시: MPR( Multi Purpose Room 다용도실)에서 다양한 공연
2월 29일 월요일: MAH & RAH Minutes 마감.  Apollopta.org에 시간 기록 하기
(아이콘은 홈페이지 왼쪽에 있습니다). 
3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7시: 도서관에서 PTA (학부모 교사회) 위원회 회의, 모든 분들의 참여 환영합니다!
3월 13일 일요일: 시간 한 시간 앞당겨 설정하여 “Spring Ahead”  준비 
3월 18일 금요일 저녁 6시-시: MPR (Multi Purpose Room) 과 GYM (체육관) 에서 다문화의 밤
3월 31일 목요일: : MAH & RAH Minutes 마감.  Apollopta.org에 시간 기록 하기
(아이콘은 홈페이지 왼쪽에 있습니다).

양호실 당부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플 때를 대비해 학교에 현 전화 번호, 현 이메일 주소, 연락가능한 
비상연락망의 업데이트 및 변경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머릿니 노출
머릿니의 알들은 비듬과 같지 않아 머리카락 줄기에 단단히 붙어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아이의 머리를 꼭 확인해 주셔서 학교에서의 발생 예방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머릿니 관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학교 웹사이트의 학교연락처에 가셔서Nurse Jerri’s 
Health Corner (간호사 제리의 코너)로 가시면 됩니다.
Thank you,
Jerri Shinn, RN, BSN 
School Nurse

감사합니다,
학교 간호사 Jerri Shi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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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과 3월의 학교 활동
2월 3일 수요일: 워싱턴주 올림피아시에서 “Focus Day”
2월 5일 금요일: : MAH & RAH minutes 마감. 시간 기록 하기
2월 12일 금요일: 팝콘 금요일
2월 15일 월요일 부터 2월 19일 금요일:  두번째 겨울방학. 학교 휴교
2월 22일 월요일: 도서관에서 PTA(학부모 교사회) 위원회 모임
2월 26일 금요일: 팝콘 금요일과 다문화의 밤
3월 5일 금요일: MAH & RAH minutes 마감. 시간 기록 하기
3월 7일 월요일 부터 3월 11일 금요일: 미줄라 어린이 극장
3월 8일 화요일: 세계 음식 테마의 스테프 감사 점심
3워 13일 일요일: 학교 시계 한 시간 앞당겨 설정하여 “Spring Ahead”  준비 
3월 17일 목요일 저녁 6:30: Briarwood Commons 에서 2학년 뮤지컬 
3월 18일 금요일: 팝콘 금요일
3월 21일 월요일 저녁 6:30: 도서관에서 PTA 정기 총회. 교사 승인 요청
3월 23일 수요일 저녁 6:30: Briarwood Commons에서 3학년 뮤지컬 “Go West”

알고 계셨나요…?

브라이어우드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이 매일 책을 읽고 매일 대출을 권장합니다; 
학생들은 오후 쉬는 시간 때 와서 검색, 컴퓨터 사용을 하거나 조용하게 독서를 합니다. 
유치원부터 2학년은 매주 30분, 도서관에서 짧은 레슨과 도서 대출 시간을 가집니다. 
1학년들은 매주 3번 와서 어른들과 공유 할 수 있는 동화책과 한 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집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2학년 부터 5학년은 매주 30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학교 교과 과정 연관 레슨과 
다양한 정보 활용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브라이어우드 도서관으로 부터

• 2011년에 지어진 새로운 브라이어우드 건물은 첨단기술 (무선 환경, 양방향 
프로제터, 문서 카메라, 각교실 음향시설, 컴퓨터 30대를 갖춘 실습실과 도서관에 
추가적 작은 실습실) 과 녹색 디자인(자연광 활용 증가와 자연 환기 계획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무독성과 재사용 가능한 제품 사용)을 고려하여 완공된
건물 입니다. 본교는 학생들과 직원들의 환경관리 참여와 음식물 및 종이 
재활용으로 킹 지역의 “Level II Green School Award” 와 2011년의 “Zero Waste 
Challenge Certificate” 을 수상 하였습니다.
• 브라이어우드는 학생들을 위한 몇 가지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자격증 보유와 검증된 직원들의 특수 교육 프로그램 Special 
Education pull-out/drop-in program, 성장하는 독서인들과 수학자들을 위한 
읽기와 수학 지원 서비스인 Tile 1 intervention service, 영어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English Language Leaner, 3학년부터 5학년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SAGE (Special 
Approach 
to Gifted Education), 4~5 학년을 위한 이사콰 강사 자원 프로그램 VOICE 
(Volunteers of 
Issaquah Supporting Education) 멘토쉽 프로그램과 4~5학년을 위한 과학 기술 
영재 프로그램 
Science/Technology Magnet Program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 브라이어우드는 이사콰 학교재단의 보조금 (Issaquah Schools Foundation)을 
여러번 지원 받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ISF의 보조금으로 유치원부터 5학년의  
“guided reading level program, 미술용품, 새 키보드들, 음악실 기기와 방과 후 
프로그램 등15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보조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ISF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 음악과 예술은 브라이어우드에서 매우 중요하며 학년별 저녁 콘서트 공연이 
있습니다. 정규 음악 시간에 더하여 학생들은 미람바, 키보드와 리코더 연주법을 
배우며, 3~5학년들은 브라이어우드 베어 합창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참가자로 교내에서 가장 큰 클럽입니다! 본교의 PTA 
후원하는 훌륭하고 다양한 미술 프로그램도 각 학년별로 제공됩니다.
• 5학년 학생들은 워싱턴주 롱브랜치에 위치한 콜맨 캠프에서  2박 3일 환경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 학교에서 지원하는 안전 순찰대, 총학생회, 고 그린팀, 러닝 클럽, 숙제 클럽과 방과 
후 지원 프로그램After School Assistance Program (ASAP) 에도 참여 할 수 
있느며 체스와 미술도 포함됩니다.
• 베어클럽은 지역학군의 취학 어린이 보조 프로그램으로 방과 전 후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 합니다.
• 브라이어우드는 학부모 교사회의 강한 파트너쉽에 만족스럽습니다. 패밀리 
펀(Fun) 활동에는 과학 박람회, 집에서 책 읽기, 수학공부, 호박 조각 나이트, 피자 
빙고, 다양한 공연, 어린 작가 모임, 다문화/아트 나이트, 미술 강사 프로그램, 영상 
미술 프로그램, 장거리 조깅, 학교 카니발과 최근에 추가 된 영화상영의 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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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과 3월의 학교 행사
2월 12일 금요일 저녁 7:30-8:30: 클라크 미술실에서 PTA (학부모 교사회) 워원회 모임
2월 15일 월요일 부터 2월 19일 금요일: :  2번째 겨울방학. 학교 휴교
3월 11일  금요일: 클라크 플레이 그라운드에서 “Dads at Recess”
3월 13일 일요일: 학교 시계 한 시간 앞당겨 설정하여 “Spring Ahead”  준비

매일 학생들이 정시에 등교하기를 권장합니다. 매일 정상적인 등교는 학교생활의 
필수적 성공 요건 입니다. 매일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는 경우에만 수업 시간의 교과 
과정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법으로 워싱턴 주는 각 학교가 학생들의 
출석, 결석, 지각과 조퇴를 자세히 모니터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잦은 결석이 학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줍니다. 가능한 병원과 
치과 예약은 수업이 없는 시간으로 예약 하시길 바랍니다. 

결석 보고
저희의 Attendance Line 은 학생의 안전과 학교와 가정 사이의 소통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자녀들이 질병, 종교적 이유나 가족 응급 상황으로 인해 
결석시에는 아침 8시 30분까지 Attendance Line 428-837-6240으로 알려주시거나 
이메일clkattendance@issaquah.wednet.edu 로 사유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등교한 자녀의 결석 메세지 전화를 받으신다면 출석 체크 후 교실에서 나갔을 
수도 있으니 학교로 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석
주법상 자녀들이 결석 후 학교로 돌아올 때 반드시 결석 사유서를 보내셔야 합니다. 반드
시 결석 날짜와 교사의 이름을 사유서에 적어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유 
결석과 무단결석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양해 사유 결석
사유 결석은 부모와 학교에 인정 된 결석입니다. 결석 후 선생님과 허용 가능한 
기간 내의 모든 과제를 확인하고 끝내는 것은 모두 학생의 책임 입니다. 저희 
학교는 미리 밀린 과제를 제공 해줄 수 없습니다.

양해 사유 결석의 예: 
• 질병
• 응급 상황
• 법정 출두 예정
• 종교 행사, 부모나 보호자의 요청 시
• 학교로부터 사전 승인 받은 결석

무단 결석
학교 기준이 요구하는 사유결석 기준 정책에 반한 개인적인 이유의 결석은 무단 
결석입니다. 저녀가 오전 10시 31분 후에 도착하면 반나절의 결석으로 간주 될 것 
입니다. 오전 8시 30분에서 10시 30분 사이의 도착은 지각으로 간주 될것입니다. 학교 
종료 2시간 이상 전의 조퇴는 반나절 결석으로 간주 될것입니다.

무단 결석 예:
•   늦잠
•   심부름/개인적인 일 
•   쇼핑
•   버스를 놓치거나 교통수단 문제

위에 언급된 결석사유를 포함한 모든결석은 Attendance Line 425-837-6245 나 
이메일clkattendance@issaquah.wednet.edu 로 결석 사유 통보를 받지 못하면 
무단결석 처리 될 것입니다.
잦은 결석 시,부모님들과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학교방침을 결정하고 후에 발생되는 
결석시에는 의사로부터의 사유 메모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결석 시 필요한 대응
첫 무단 결석후 학교는 무단 결석에 대해 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두번째 
무단 결석 후에 학교는 무단 결석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 하기 위해 부모님들과 상담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경찰과 점심

클라크 초등학교 학생들은 한달에 한번 담당 경찰관 Zanella씨와 점심 식사를 함께 
해왔습니다. 이사콰 학군 학생 안보 담당관 (Student Resource Officer) Diego Zanella 
씨는 점심 시간 동안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법률 집행과 안전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학생들은 “911에 전화하면- 누가 전화를 받나요? –소방소 아니면 경찰소?”,
 “언제 출동하나요?”, “경찰은 왜 핸드폰이 아닌 무선기로 연락을 주고 받나요?”등의 
질문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경찰관 Zanella씨와의  점심은 아이들에게 법률
 집행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자리였습니다.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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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과 3월 학교 행사
2월 5일 금요일 오전 11:00 ~3:30: : 놀이터에서 팝콘 금요일
2월 9일 화요일과 10일 수요일:  그랜드 리지 과학 박람회와 엑스포
2월 11일 목요일 저녁 7:00-8:30: 도서관에서 “ Parent Ed Evening”
2월 15일 월요일 ~ 2월 19 금요일: 두번째 겨울방학. 휴교
3월 9일 수요일 오전 9:30-10:30: P8에서 교장Christy와 커피타임
3월 13일 일요일: 학교 시계 한 시간 앞당겨 설정하여 “Spring Ahead”  준비
3월 23일 수요일 오전 9:20-11:00: MPR(Multi Purpose Room) 에서 시에틀 오페라 “Our Earth” 공연 준비
3월 31일 목요일: 모든 분실물품 기부!

친애하는 그랜드 리지 가족 여러분께,
가끔 방학 전 교사들이 여행기간 동안 아이들이 할 수업과정 학습내용 및 숙제들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초등학교는 제가 다니던 때와는 달리 많이 변화 
되었습니다. 문제지만 풀던 시대는 이제 지나 가고 지금은 잘 짜여진 수업과정, 토론과 
그룹 프로젝트와 숙제를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 결석 시 당일의 학습 내용 전체를 
익히게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가족 여행으로 학교를 빠지게 되면 자녀는 
보충수업을 해줄 수 없는 새로운 학습 개념과 방법들 그리고 일과 및 프로젝트들을 
놓치게 됩니다. 저희는 지역학군의 방침에 의해 양해 사유 결석 후 학생이 돌아오면 
메이크업 과제들과 함께 필요한 적정 시간을 허용합니다. 밀린 과제들을 끝내는 
것은 학생의 책임으로 메이크업 과제들은 미리 제공 되지 않습니다.
지역학군의 정해진 방학 기간 외의 가족 여행을 고려하시기 전에 위의 사항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Christy Otley, Principal
otleyc@issaquah.wednet.edu
교장 Christy Orley
otleyc@issaquah.wednet.edu 

교장에게서 온 메세지

겨울에 접어들면서 학교까지 운전해서 데려다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주차장이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아래 글 들은 원만한 차량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팁입니다.

차량으로 우편함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Drop-Off (하차): 차량 하차 준비는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차라인에 들어오시면 
횡단보도를 지나셔서 인도위로 내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Pick-Up (승차): 횡단보도를 지난 후 자녀가 탑승 할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차량 흐름을 위해 중요하므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승차라인이 만차 상태일 때는 주차장의 끝 라인으로 가셔서 기다리셨다 승차라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승•하차 라인에는 주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 오셔야 한다면 꼭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보조 교사들이 앞의 차량들을 따라 움직이실 것을 부탁 드리거나 사무실에 
가셔야 한다면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 하시도록 알려 드릴 것입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riendly reminder: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장애인 주차 공간은 피해 주시고; 장애인 주차
공간에는 특별 허가증이나 차량 번호판이 없으신 분들은 주차 및 자녀를 기다리시는 
것도 안됩니다.

부모님, 승•하차는 주자장에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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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과 3월 학교 행사
2월 5일 금요일 오전 10:30-오후 1:00: 교직원 감사의 점심
2월 5일 금요일 저녁 6:00-8:00: 학교MPR 에서 과학 박람회
2월 15일 월요일~2월 19일 금요일: 두번째 겨울 방학, 휴교
3월 1일 금요일 저녁 6:00-8:00: 가족 빙고 나이트
3월 13일 일요일: 학교 시계 한 시간 앞당겨 설정하여 “Spring Ahead”  준비
3월 18일 금요일 저녁 6:00-11:00: Pickering Barn에서 PTA (학부모 교사회) 경매
3월 24일 목요일~3월 25일 금요일 저녁5:00-8:00: MPR(Multi Purpose Room)에서 Math Adventure

청력 시력 검사 안내문 발송 완료
친애하는 이사콰 벨리 가족들께,
학교에서 시력과 청력은 배움에 있어 긴요한 관계입니다
시력과 청력 검사에 대한 규정 등급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에 한에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부모님들은 
의사와 예약하셔서 청력과 시력을 확인하시고 치료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가능한 곳과 안경 맞추는 곳도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학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니 지체 마시고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Kristi Lincicome, RN, BSN
IVE School Nurse
425-837-7204
425-837-5145
lincicomek@issaquah.wednet.edu

Kristi Lincicome
이사콰 벨리 초등학교 간호사
전화: 425-837-7204
       425-837-5145
이메일 : lincicomek@issaquah.wednet.edu

Math Adventure는 2학년부터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각 학년별로 팀을 
이루고 일년 동안 적어도 한 명의 부모 자원 봉사 코치와 팀이 형성 됩니다. 이 모임에서 
학생들은 Singapore Math Workbooks 라는 학습지로 공부 합니다.
Math Adventure 팀들은 2016년 3월 24목요일 이나 금요일 (추후 결정 사항) 에 IVE 
(Issaquah Valley Elementary) 에서 수학탐험 행사에 참여 하여 퍼즐로 이루어진 
문제들을 풀고 시상합니다. 매해 수학탐험의 테마는 “파라오의 무덤” 이나 “카멜롯의 
탐구”을 중심으로 이루어 집니다. 수학탐험의 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봉사자들 에게도 
신나는 행사 입니다!
이번 해의 모험은 오디세이에 관한 것입니다!
부모님 설명회는 2015년 11월 16일에 있었지만 지금도 팀을 만들고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기회:
팀 코치 외에 모임 때 마다 준비하고 정리 해주실 성인 봉사자 분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봉사로, 아주 잘 짜여진 프로그램 이며, 일이 많지만 
학생들이 수학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나 도와주실 분들은 Victorya Remer 의 이메일 
mathadventures@ivepta.org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Adventure Night (3월 24일 목요일이나 3월 25일 금요일 추후 결정 사항)을 
포함하여 1년 장기 봉사 가능하신분

Making Math an Adventure!

 경매 행사 준비 완료!
2016년 3월 18일 저녁에 있을 온라인 침묵 실시간 미술 경매 이벤트를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멋진 행사는 이사콰 학생들과 교원의 현장 학습, 미술 용품, 
과학 박람회, 정원과 텃밭 유지 및 관리, 다양한 레벨의 책들과 필요한 체육 장비 및 
용품을 위한 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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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월의 학교 행사
2월 8일 금요일~2월 25일 목요일: Eager Reader
2월 3일 수요일 저녁 6:30-8:00: 퍼시픽 캐스캐이드 중학교에서 가족 빙고의 밤
2월 15일 월요일~2월 19일 금요일: 두번째 겨울 방학, 휴교
3월 13일 일요일: 학교 시계 한 시간 앞당겨 “Spering Ahead” 준비
3월 17일 목요일 저녁 6:30-8:00: 도서관에서 PTA 정기 총회
3월 24일 목요일: 학급 사진 촬영

친애하는써니 힐즈 가족들께,
써니 힐즈의 교직원으로 학생들 그리고 가족들과 소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아침에 학생들을 인사하며 맞이해 주는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정규수업”이 없는 
교직원들이 아침 8:20 부터 8:30까지 교정에 도착하는 학생들을 맞이하고 
질서있게 정렬하여 기다리도록 합니다. 담임 교사들은 8시 30분에 교실 문을 
(선생님의 마음도) 열고 들어오는 학생들을 맞이해 줍니다. 저희의 목표는 아이들에 
대해 알고,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농담들과 고민들을 들어주며 아이들의 유년기를 잘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쉬는 시간 후 돌아오는 아이들에게도 이 과정을 
반복하며 코트야드에서의 “작별인사”로 하루의 일과를 종료합니다.
이뿐만아니라, 몇 교직원들이 학생 지원 상담자 Lacey Boegen 으로부터 PBIS에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 Support 긍정적 행동 개입과 지원) 대하여 교육 
받았습니다. Ms. Borgen 은 저희가 크고 다양한 예상을 만들어 가도록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된 것으로 봄에는 학생들, 교직원들, 부모님들과 공유 할것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3개에서 5가지 정도의 교칙을 세우고 각 공동구역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존중하기”를 교칙 중 하나로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런치룸, 
놀이터와 복도 (저희가 바라는 환경) 등의 장소에서의 “존중하기”의 의미를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를 통해  교육 영상물을 만들어 홍보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책임감 키우기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책임감 있는 아이로 자라나는것을 보는것은 흐뭇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양호실 방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립심과 독립심의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들 스스로의 책임뿐만 아니라 친구들과도 좋은 선택을 
하는것을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관계

학기 시작 이후, 학생들과 함께 안전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9월 각 교실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83소방소의 인도하에 화재와 지진 
대비 훈련을 시행해 왔습니다. 10월에, 학교 전체 안전 훈련을 계획 되어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있는 아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두가 비극적인 순간을 마주하지 않기를 바라며, 작은 서니 힐즈 지역의 계획과 더 큰 
커뮤니티인 이사콰 학군의 계획이 모두 준비 되어있음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Sunnt Hills의 메인 웹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안내문의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캠퍼스 안전 유지는?
학생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도록 다음 사항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이 있는 입구로 들어 오세요. 뒷문을 통해 들어 오시면 안됩니다. 다른 
학부모, 직원이나 안전 순찰 요원이 이 규칙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정중하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에 오시면 사무실에서 서명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언제나 자원봉사/방문객 배지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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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월의 학교 행사
2월 3일 수요일 오전 8:15-9:00: Global reading Challenge ( 글로벌 독서 챌린지)
2월 4일 목요일 저녁 6:00-8:00: 미술 전시회
2월 8일 월요일 오전 9:30-11:00: PTA 정기 총회
2월 15일 월요일~ 2월 19일 금요일: 두번째 겨울 방학, 휴교
2월 26일 금요일: 특별반 그룹 사진
2월 29일 월요일: Eagar Reader 집계 마감
3월 4일 금요일: 아빠와 함께하는 쉬는시간
3월 13일 일요일: 학교 시계 한 시간 앞당겨 “Spring Ahead” 준비하기
3월 14일 월요일 오전 9:30-11:00: PTA 정기 총회
3월 17일 목요일: Eager Reader 시상식
3월 18일 금요일: 개인별 반별 사진
3월 23일 수요일: 전학년 과학 박람회
3월 31일 목요일: Eager Reader 집계 마감

간접흡연은 아이들의 건강에 해로우며 천식, 유아 돌연사 증후군(SIDS), 기관지 염과 폐렴과 
중이염등의 발병 원인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의 폐성장은 간접 흡연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며 
한창 성장중인 아이들, 어른들보다 높은 호흡률과 실내 환경에 대한 낮은 통제력으로 인해 
더 큰 위험을 만듭니다. 부모로 인해 잦은 간접흡연에 노출된 
아이들은 건강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
• 집이나 차안에서 흡연하지 마시고 방문하시는 가족과 손님들에게도 흡연 
못하시도록 하세요. 특히 아기들과 유아들은 간접 흡연의 건강 위험에 취약합니다.
•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흡연 못하도록 하세요.
• 금연 하시기 전까지 실외에서 흡연 하세요. 다른 방이나 창문을 열고 흡연하셔도 
아이들을 보호하기엔 부족합니다.

양육 노트
간접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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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지 않은 머릿니(이)!
가족들중 머릿니가 생기게 되면, 정신없는 생활이 될수 있습니다. 네! 지금보다 더 정신 
없는 생활이 될수 있습니다! 머릿니 예방 및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시면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머릿니 라이프 사이클 
• 성충은 참깨 만한 크기 입니다
• 암컷 성충이 사람 머리에 기생하게 되면, 알을 낳기 시작하며 이 알이나 
서캐들은 두피 가까이 머리카락 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암컷 성충은 
하루에 10개까지 알을 낳을수 있습니다!
• 7일 이면 알에서 부화하고 나오자 마자 피를 빨어먹습니다.
• 약 10일이면 성충으로 자랍니다.
• 성충이 되면 암컷은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16일 정도면 알에서 성충이 되며 
알을 낳을수 있게 됩니다!
• 성충은 9일에서 10일 살수 있으며, 알에서 성충이 되는 기간은25일 정도 입니다

옮는 경로
머릿니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으며 가까운 접촉, 의류 공유나 머리나 목을 접촉했던 
개인 물품들의 접촉을 통해 옮습니다.

기억하세요…….
• 머릿니는 날거나 뛰지 않고 기어다닙니다.
• 머릿니는 나이, 경제적 차이나 가정 환경의 청결함과 관계없이 누구나 감염될 수 있습니다.
• 모자, 코트, 머리 빗과 베개등과 같은 개인 용품들의 공유를 피하세요.

치료 방법
머릿니 치료는 까다로우며 최대 21일 까지 걸릴수 있습니다. 머릿니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 살아있는 머릿니를 죽이고 모든 서캐들을 머리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치료 후에도 머릿니가 보인다면 새로 부화한 머릿니들 때문입니다. 종종 현미경으로나 볼수 
있는 작은 머릿니들이 원인입니다.

머릿니의 가장 중요한 치료 단계는 서캐 제거 입니다. 참빗등을 사용하여 서캐를 
정기적으로 제거해주셔야 합니다. 이 단계 없이는 샴푸나 약품으로 치료했다 하더라도 
남아았는 서캐들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심호흡 한번 하시고 계속 읽으세요.

예방수칙
• 주기적으로 머릿니와 서캐 검사하기.  이와 서캐는 작아서 보기 어려우니 밝은 
빛 아래에서나 돋보기를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야외 빛이 가장 좋습니다.
• 모자, 코트, 머리 빗과, 헤어 악세사리들 (헤어핀, 헤어밴드) 와 베개등과 같은 
개인 용품들의 공유를 피하세요.
• 평소보다 머리를 많이 끍는등 감염이 의심되시면 확인해 보세요.
• 긴머리는 땋거나 하나로 묶어주세요.
• 가족 모두 매주 개인위생관리 차원으로 검사하세요. 

가재 도구들 소독하기
자녀의 머릿니 감염시에는 집 집청소에 에너지를 쏟으시기 전에 반드시 (참빗등을 
사용해) 서캐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보통 머릿니의 재발은 카펫이나 가구 같은 가재 도구들로 부터가 아닙니다.
일부 만성적인 경우에만 철저한 청소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 머리에서 떨어진 성충은 하루 이틀이면 죽습니다. 머리에서 떨어진 서캐는 
부화후 몇시간내에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청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애완동물들은 사람의 머릿니를 옮기지 않으므로 약품이나 특별 샴푸를 사용해 씻기실 필요 없습니다.
• 머릿니 스프레이는 머릿니나 서캐에 아무런 효과도 없고 공기만 오염 시키니 사용하시지 마세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머릿니 예방과 치료 책자를 웹사이트https://www.tpchd.org/files/library/
e9ac7c153b5b4e61.pdf  에서 확인하세요.
Lice Aren’t Nice c/o Snohomish Health District. 3020 Rucker Ave, Suite 203. Everett, WA 9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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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과 3월의 학교 행사
2월 12일 금요일: Sprit Day
2월 15일 월요일~2월 19일 금요일: 두번째 겨울방학, 휴교
2월 24일 수요일 오전 10:30-12:00: P3에서 위원회 모임 (체육관에서 모임 없음)
2월 25일 목요일 저녁 6:00-8:00: 오케스트라 콘서트
2월 26일 금요일: 방과 후 친목
3월 1일 화요일 저녁 6:30-8:00: 밴드 콘서트
3월 3일 화요일 저녁 6:30-8:00: 합창단 콘서트
3월 11일 금요일: 3학기중 2번째 학기 종료
3월 13일 일요일: 학교 시계 한 시간 앞당겨 “Spring Time” 준비
3월 14일 월요일 저녁 6:30-8:00: 5학년 학부모의 밤
3월 16일 수요일 오전 10:30-1200: PTSA 위원회 모임
3월 18일 금요일: Grading Day, 학생들 오전 10:25 하교
3월 23일 수요일 오전 10:30=12:00: P3에서 PTSA 정기총회

조퇴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무실로 자녀를 데려가실 시간을 적은 
노트를  미리 보내주세요.  10분 미리 오셔서 
자녀를 호출 해달라고 하시고 서명하시고 
데려가 주세요. 신분증 가져오세요.

결석이나 지각을 통보는 어떻게 하나요?
학교 사무실 425-837-6800으로 전화하셔서 
#1을 누르시고 학생의 이름, 학년과 사유를 
남겨주세요. 학교로 돌아올때 사유서를 보내주세요.

학교 스케줄은 어떻게 아나요?
학교 수업일은 월화목금 아침 7:40부터 오후 
2:01까지 이며 수요일은 오전 10:10부터 오후 
3:20까지 입니다.
학교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가족 예행과 같은 계획된 결석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 Pre-Arranged Absence Form” 을 
사무실이나 온라인에서 다운 받으신 후 
선생님들,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서명 받은 
후 교장 승인을 받으세요. 적어도 결석 
일주일전에는 제출하세요.

다른 스쿨 버스를 타기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학교 사무실로 버스패스를 받기전에 

알림노트를 보내세요. 일부 버스는 자리 
부족으로 패스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쿨버스 승하차지는 어떻게 아나요?

ISD 웹사이트 www.issaquah.wednet.edu 로 
가셔서 “Family Resources” 클릭 하신 후 
“Transportation” 으로 가셔서 “Find Your S
chool and Bus Route.”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소, 전화번호,응급상황 연락망은 어떻게 바꾸나요?
425-837-6818로 전화주세요.

학교 등록이나 자퇴는 어떻게 하나요?
425-837-6818로 전화주세요.

학교 점심 계좌에 입금은 어떻게 하나요?
웹사이트 MySchoolBucks.com으로 가시거나 
개인 체크에 받는이 “ISD Food Service” 로 
적어서 런치룸 직원에게 주시면 됩니다.

ISD 학군의 다른학교 전화번호와 위치는 어떻게 찾나요?
웹사이트 www.issaquah.wednet.edu 로 
가셔서 “School”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떤  스포츠 팀들이 있나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팀들. 모든 
6학년~8학년은 원하는 스포츠 팀에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후 몇명이나 선발 되나요?
스포츠마다 다르며 코치가 설명할것입니다.

연습시간은요?
연습은 월화수목 방과 후에 시작합니다.

언제 엑티비티 버스를 운행합니까?
엑티비티 버스는 월화목요일엔 오후 3:45 
이며 수요일엔 오후 4:40
학교 웹사이트  www.ims.issaquah.wednet.edu 나 
사무실에서 버스 노선을 확인하세요.

참고: 엑티비티 버스는 모든 정류장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와의 경기시 이동수단은?
팀을 위해 버스가 제공 됩니다.

경기가 끝나는 시간은?
경기에 따라 다릅니다. 코치가 픽업 
시간을 알려드릴 것이며 미리 오셔서 
버스가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경기를 보러가도 되나요?
네, 언제든 환영입니다. 경기 후 자녀를 
직접 데리고 가시려면 코치에게 미리 말씀 해주세요.

스포츠 FAQ’s

많이 물으시는 FAQ’s 어떻게…..



Maywood Middle School 16중학교

2월과 3월 학교 행사
2월 11일 목요일 저녁 6:30-7:30:TBD 에서 PTSA 위원회 모임
2월 15일 월요일~2월 18일 금요일: 두 번째 겨울방학, 휴교
3월 10일 목요일 저녁 6:30-7:30: TBD에서 PTSA 정기 총회
3월 13일 일요일: 학교 시계 한 시간 앞당겨 “Spring Ahead” 준비
3월 14일 화요일: 교직원 감사의 날
3월 25일 금요일: Charger 100. 카페테리아에서 간단한 간식

쓰레기 없는 수요일! 

지난 11월 25일 수요일 이후로, 매주 수요일 “쓰레기 없는 점심 챌린지” 실행 중 입니다.

여기 쓰레기 줄이기 위한 몇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재사용: 점심/간식을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싸주세요.
줄이기: 도시락을 싸주시거나 학교에서 급식을 하던지 아이들이 먹을 만큼만 싸주시고 
구매시 먹을 만큼만 구매하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열지도 않은 우유와 남은 
음식물 ( 종종 뜯지도 않은 봉지들) 들이 매일 버려지고 있습니다. 먹지 않은 음식과 
상하지 않는 남은 음식물은 버리지 말고 집으로 가져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학생들이 남은 음식물과 쓰레기 처리 할땐 정확하게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런치룸에 세부 품목이 적힌 분리 수거함이 비치 되어있으니 점심 시간때 나오는 
쓰레기들은 꼭 올바르게 분리수거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위한 책임있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저희 학교의 8학년부터 12학년들의 미래 계획을 위해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구매 
해주신 이사콰 학교 재단 기증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 기반 
프로그램으로 직업 체험과 계획을 위한 도구로 적성, 대학옵션과 직업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 저희 학생들은 기술심사, 커리어 프로파일, 다중매채 인터뷰, 단과대학교와 
종합대학교 정보, 커리어 포트폴리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과 이력서 작성법등 다양한 
옵션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방과 후 수학 공부

안전한 보호 관리 안에서 자녀들의 수학 과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저희 중학교 방과 
후에 수학 학습 시간 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PTSA의 지원을  
받는 메이우드의 방과 후 수학 학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2시 10분 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교실 107에서 Weik 선생님이 지도해 주십니다.

메이우드는 “향수 사용 금지 구역” 입니다

향수 알레르기가 있는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향수나 콜론을 뿌리고 왔다고  
학교를 떠날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향수 알레르기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학교 
등교시 향수를 뿌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Your Donor Dollars at Work: Career Cruising



Pacific Cascade Middle School  17 중학교

2월과 3월 학교 행사
2월 12일 금요일 저녁 6:00-8:00: All School Social
2월 15일 월요일~2월 18일 금요일: 두 번째 겨울방학, 휴교
2월 25일 목요일 오후 12:30-2:00: PTSA 정기 총회
3월 13일 일요일: 학교 시계 한 시간 앞당겨 “Spring Ahead” 준비
3월 14일 월요일: 5학년 학부모의 밤
3월 15일 화요일 저녁 7:00-8:00: 합창단 콘서트
3월 16일 수요일 저녁 7:00-8:00: 오케스트라 콘서트
3월 31일 목요일 오후 12:30-2:00: PTSA 정기 총회

친애하는 학부형들과 학생분들께

잃어버리고 찾아가지 물건들이 많습니다.
  
• 주인 잃은 57개의 점심 도시락 통안에 같이 들어있는 작은 물병들과 아이스 
팩들이 있습니다. 전부 이름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 코트와 스웨트셔츠 및 바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지를 잃어 버릴 수 있는지 
알수 없지만……모두 이름이 없습니다.

• 플래너와 바인더와 책도 있습니다. 이름들이 적혀 있지만  이 물건들 없이 어떻게 
며칠을  보내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 안경집 안에 안경이 있는것도 있고 안경집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안경없이 
읽을수 있나요?

• 열쇠들과 지갑들 및 빨간 케이스에 들어있는 정말 좋은 kindle도 있습니다.

• 비싸지 않은 계산기부터 멋진 그래프 계산기와 USB도 있습니다. 모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많은 물품들 중에서 제일 많은건 물병입니다. 재사용 가능한 좋은 물병들 입니다. 이걸로 
캘리포니아에 물도 공급할수 있겠습니다!

위의 항목중에 잃어 버린 물건이 있다면 이번주에 물건들을 전시할 예정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물건들은 사무실 안 박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유성펜으로 아이들의 소지품에 표시를 해주세요. 분실물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전화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핸드폰은 바로바로 찾아갑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s. Bailey

분실물

    그린 팀
저희 학교는 킹 카운티 녹색 학교로 구내 식당과 교실에의 쓰레기 감소와 재활용을 장려합니다. 11 월 
25 일부터 저희는 쓰레기 없는 수요일을 시작합니다. 저희 PCMS ( Pacific Cascade Middle School) 를 
도와 매주 수요일 자녀에게 쓰레기가 안나오는 도시락 포장으로 쓰레기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하는 아이들의 도시락 싸는 방법들을 알려 드립니다.

아이가 먹을수 있는 양만 싸주기: 아이가 남은 음식은 집으로 가져오도록 하여 먹을 수 있는 양을 확인해 
주세요. 먹는 양이 적다면 샌드위치의 반만 싸주세요.

• 재사용 가능 용기: 타파웨어, 재사용 가능 스낵 봉지 및 도시락통에 싸주세요.
• 리필 가능한 음료수 병: 음료를 다시 담아 사용할수 있는 병이나 통에 싸주세요.
• 일반 식도구 사용: 재사용 가능한 식도구나 플라스틱 용품들을 다시 가져오게 하여 재사용 할수있게 
해주세요.

에코 PCMS가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콰 학부형 그룹
특수 교육 정보

이사콰 학군의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의 학부형들을 위한 그룹입니다. 이 목록에 
대한 정보는 비밀보호하며, 본인의 허락없이는 이메일을 재전송 할수도 없습니다. 이사 
콰 학군의 다른 학부형과 직접 소통 할 수있는 기회입니다. 그룹은 Arc of King County 
에 의해 관리됩니다.

가입 웹사이트는http://groups.yahoo.com/group/IssaquahParents/?yguid=339025186 
입니다.
야후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가입 하셔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으로 소셜 네트워크에 가입 했을 때 저는 30 대였다. 저는 대학이나 미래의 
고용주가 부끄러운 트윗 또는 페이스 북의 태그 된 사진을 보게 될까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소셜 
네트워크에 자신의 일생를 문서화하고 캐주얼한 온라인 상호 작용이 생활을 통해 그들을 따라 
다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snapchat은 십대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이며, 
트위터와 페이스북과는 달리 공유한 사진들은 친구들이 한 번 보고 나면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스냅챗이란?
Snapchat은 자동 소멸 사진이나 비디오를 친구들에게 보낼수 있게 하는 핸드폰앱 
입니다. 스냅 촬영을 한 후 보내는 사람이 최대 10초까지 친구들에게 사진이나 비디오를 
볼 수있도록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내용은 사라집니다.

십대들은 주로 snapchat으로 웃긴 사진이나 비디오를 보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snapchat은 일반적인 좋아요나 댓글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본인의 셀카 렌즈를 사용하여 
왜곡 시키거나 큰눈이나 무지개를 더하기도 하며 편집할 수 있습니다. Snapchat은 
빠르게 사라지는 우스꽝스러운 순간을 공유합니다.

부모님들이 snapchat에 대하여 아셔야 할것은?
Snapchat이 처음 출시됐을 때, 많은 기사들이 새로운 섹스팅 앱으로 분류 했었습니다. 
자가 소멸 사진은 십대들이 (성인들도 같은 문제지만) 음란한 사진을 보내도 인터넷에 
번질 위험이 없어보이는 완벽한 방법으로 보여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필시 그런 
목적으로 snapchat을 이용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십대들은 sexting (섹스팅 또는 
Sext 주로 휴대 전화를 통해 성적으로 노골적인 메시지가 전송 및 수신)을 목적으로 
다운을 받지는 않습니다.

Snapchat 이 십대들이 생각하는 만큼 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은 스냅을 스크린 샷으로 저장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스냅은 소셜 
네트워크에 문자를 남긴 사람과 기타 공공 소셜 네트워크에 다른 사람과 공유 할 수 
있게됩니다. Snapchat은 사진을 짧은 시간 동안에만 볼수 있게 하여 스크린샷을 찍기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친구들이 스크린샷을 캡쳐하면 발신자에게 알려
주지만 사진은 이미 찍혔기에 늦어버립니다.

십대들과  snapchat 에 대해 이야기 하세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Snapchat 사용 확인이 어렵지만, snapchat은 아이들의 첫 소셜 
네트워크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가족들은 자녀들에게 약간의 감독과 코치를 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 선택하셔야 합니다.
Snapchat은 네트워크 사용에 있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용을 보여준 십대들을  
위한 앱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snapchat 앱이 있다면 이 앱 사용의 위험에 대하여 말해 주셔야 합니다.
비록 대부분의 십대들이 snapchat으로 sext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들은 여전히 
자녀들과 sexting의 위험에 대해 얘기 해야 합니다. Sexting은 성적으로 선정적이고 
거의 알몸이나 알몸 사진들을 공유하고 만들고 전송하는 것입니다. 만약 18살 이하의 
미성년자 사진이라면, 이 사진들은 아동 포르노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진을 찍거나 
공유하는것도 불법입니다. 십대들은 안전한 sexting 같은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사진이 보내지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정적인 사진은 
아무에게나 보내지 않는것이 좋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정적인 문자나 사진을 
요구해서도 안됩니다. 

스냅챗이란?

앤 리빙스톤

Anne Livingston의 아이들이 이사콰 학군의 학교에 다니는것 말고도, 블로그 (www.kidsprivacy.net) 
에서 “디지털 월드에서 아이들 양육” 하기라는 글도 쓰도 있습니다. 그녀의 책 ”Talking Digital: A Parent’s 
Guide for Teaching Kids How to Share Smart and Stay Safe Online”을 추천합니다.  
Amazon.com에서 구매 하실수 있습니다.

18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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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콰 학군은 가속모델을 이용하여 EEL 학생들을에게stress compex, 실습 활동과 
직접적인 영어 교습으로 높은 학습 효과를 얻었습니다. 언어와 이해력 발달 가속화로 
학생들은 모든 학문 분야해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영어 능력 시험 (English Language Proficiebcy Standards ELPs)은 교사들이  
EEL 학생들을 가르침의 표준을 제공합니다.

이사콰 학군의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EEL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65개의 다른 문화와 언어를 대표합니다. 대표적인 언어로는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와 베트남어 입니다 (2010년도 자료).

어떻게 EEL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학생들이 EEL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워싱턴 영어 능력 시험 평가 (WELPA) 의해 결정됩니다. 영어 능력 시험 평가의 
네단계의 언어 평가로 평가됩니다. 시험 후 결과는 매일로 통보 됩니다. 레벨 1부터 
3까지는 EEL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레벨 1-  Beginning/Advanced Beginning. EEL 서비스 가능
• 레벨 2- Intermediate. EEL 서비스 가능
• 레벨 3- Advanced. EEL 서비스 가능
• 레벨4-Transitional. EEL 서비스 가능

얼마나 자주 WELPA 시험을 보나요?
모든 EEL 학생들은  2월과 3월에 있는 연간 EEL 평가 시험을 보며 시험결과는 
OSPI에서 받아 학군 사무실에서 보내드립니다.

EEL 서비스 받은 자격을 얻게 되면, 어떤 도움을 받게 되나요?
학생들의 교실이 바뀌거나 학교를 옮기는 일은 없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EEL 모델: 초등학교는 “Supportive Mainstream”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 
모델의 학생들은 본인의 교실에서 일과는 보냅니다. 선생님들은 프로젝트 GLAD 
(Guided Language Acquisition Design)의 훈련을 받은 선생님들로 EEL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더 나은 방법으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EEL 선생님들과 EEL 교육 보조 
선생님들은 검토, 교육내용의 연장 및 확대하며 학습 언어 능력을 높이어 핵심 교육 
내용의 완전 이해를 도움으로 학습을 도와줍니다. EEL 선생님과 EEL 교육 보조 
선생님들은 학생들, 학생의 가족들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과 같이 일합니다.

중학교 EEL 모델: 중학교 프로그램은 자격증 있는 EEL 선생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 
수업들은 oral language development, 정확한 영어 체계 설명과 읽기, 쓰기, 말하기와 
듣기를 통한 학습언어 발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학생들은 방과 후에 
학업과 언어에 대한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EEL 모델: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자격증 있는 EEL 선생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언어 향상을 도우고 일반 학급 수업 이해를 도와 상당한 영어 
실력 수준에 도달하게 합니다. 이 수업들은 oral language development, 정확한 영어 
체계 설명과 읽기, 쓰기, 말하기와 듣기를 통한 학습언어 발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들은 학년 레벨 콘텐츠 수업이나 일반 수업 지원 수업으로 EEL 학생들의 
교육 내용의 완전 이해를 도와줍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방과 후 도움 지원으로 
학생들 학업과 영어 배움에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역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전화로 통역 도움을 받거나 면담 시 소통을 돕기 위해 통역 도움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통역은 부모님이나 ISD (Issaquah School District) 직원에 의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시라면, 학교 비서에게 절차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통역이 필요하실 경우 자녀의 선생님께 알려드리면 준비해 주실겁니다.

Resources

ELL contacts
Jill Klune, ELL Curriculum and Instruction Specialist, 425-837-7093,
KluneJ@issaquah.wednet.edu
Emily Lee, Project GLAD Coach, 425- 837-7006, LeeE@issaquah.wednet.edu
Corrine DeRosa, Director of School Improvement, DeRosaC@issaquah.wednet.edu

영어 학습 프로그램 (ELL)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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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월 학교 행사 및 활동
2월 15일 월요일~ 2월19일 금요일:  두번째 겨울방학. 학교 휴교
2월 29일 월요일: 8학년 학부모들을 위한 “High School Planning Night”
2월 2일 수요일: 고등학교 카운서들이 IMS(Issaquah Middle School)와 PCMS의 8학년들을 만나 고등학교 학과 과정 선택 설명회
3월 9일 수요일: HIS 학과 과정 계획의 날: 학교 전체 행사로 2016-2017년도 학기 학과 과정 선택을 도와줌
3월 9일 수요일~ 3월 22일 화요일: Student Access에서 2016-2017년도 학기 수업과목 선택
3월 13일 일요일: 학교시계 한 시간 앞당겨 설정하여 “Spring Ahead”를 준비

왜 중요하냐고요?  이 기간에 학생들은 2016-2017년도에 배울 수업들을 정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기본으로 결정합니다. 이번 3월 학생들이 
확이해야 할 것들이 몇가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졸업 필수 조건을 얼마만큼 끝냈는지와 내년에 준비해야 할것들은 무엇인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이나 직업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이 있는가?
* 현재 듣고 있는 수업들은 잘하고 있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있는가? 스스로 더 도전하도록 해야하는가?

교육 과정과 졸업 필수 조건에 대한 정보는 상담 웹 사이트 
https://sites.google.com/site/ishscounselin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학년이나 12학년 학생들 중에 인근 대학과 고등학교에서의 무료로 수업을 들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Running Start 자격이 부여된 학생은 Bellevue College나 
Renton Technical College에서 무료로 수업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https://sites.google.com/site/ishscounseling/RST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자동차, 컴퓨터 애니메이션, 소방 활동 또는 간호/치과 과정을 받고 
싶은 학생은 http://www.lwsd.org/school/wanic/Pages/default.aspx 에서 Washington 
Network for Innovative Careers (WaNIC)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자녀분들의 다음학기 수업 과목 선택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Stacey Clawson
에게 이메일로Clawsons@issaquah.wednet.edu 메일 보내시거나 전화 
425-837-603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란 우리 모두을 의미합니다. 공동이나 개인적으로 우리는 우리 지방과 지역 및 
세계 사회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특별한 재능과 관심사를 공유 
할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해야 하나요?
공동체 강화를 위해
활발한 사회 참여 회원이 되기위해.
불우한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
미래의 직업이나 인턴쉽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치있는 기술을 배우고 개발하기 위해
대학입학 원서에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장학금의 자원 봉사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졸업식에서 사회 봉사 명예의 코드를 착용하기 위해

요구 시간은 얼마나되나요?
(참고로 이 프로그램은 2013 년에 시작하여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졸업: 최소75시간의 서비스 필요

프로그램 마감일
2016 졸업생들의 마감은 2016년5월2일 월요일까지 끝마친 자원봉사 시간 제출. 끝마친 시간들은 
issyhighcommunityservice@gmail.com 로 제출 가능.

사회 봉사활동 프로그램 가이드 라인과 최근 날짜의 단발성 이나 장지 자원 봉사에 대한 목록은 ”Career and 
Counseling Center Volunteer” 웹페이지 https://sites.google.com/site/issaquahhsccc/opportunities/volunteer 
를

방문하시거나Emily Palmgren의 이메일  issyhighcommunityservice@gmail.com 으로 문의 바랍니다.

PTSA  사회 봉사 명예 코드를 획득하신 174명의 2015 졸업생들 축하드립니다.

청소년 과학 카페에서 청소년은 편안하고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분위기에서 지역 
과학자와 연구자들과 함께 과학 기술의 현재와 첨단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과학 카페는 지역 사회 안에서 청소년들에 의해, 청소년들을 위해 
자유롭게 참석하며 무료 스낵과 실습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초점을 맞춘 (즉, 성인들에겐 허용되지 
않습니다) 열려있는 일반 과학 카페입니다.
이벤트 장소: Old Firehouse 올드 소방서(16510 NE 79th St, Redmond, WA 98052) 
또는Youngstown Cultural Arts Center 영스타운 문화 예술 센터 (4408 Delridge Way 
SW. Seattle, WA. 98106)
이벤트는 일반적으로 학기간 중 매월 3번째 수요일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30분에 

태평양 과학 센터   청소년 과학 카페

3월은 고등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학생  사회 봉사 활동
지역 사회의 기반이 되며 개인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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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3월의 학교 행사
2월 2일 화요일 저녁 6:00-8:00: LHS Theater Basic 에서 College Planning Night 
2월 11일 목요일 오후 5:00-7:00: 합창단 축제 초대
2월 13일 토요일 저녁 7:00-8:30: 학교 메인 체육관에서 레스링 대회
2월 15일 월요일~ 2월 19일 금요일: 두번째 겨울방학, 휴교
2월 23일 화요일 저녁 6:00-8:00: 커리어 센터에서 PTSA위원회 모임
2월 24일 수요일 저녁 6:30-8:30: 커리어 센터에서 PTSA 2016년도 졸업생 이벤트 
미팅
3월 3일 목요일 저녁 6:30-9:00: LHS Theater Full 에서 학교 밴드 콘서트
3월 13일 일요일: 학교 시계 한 시간 앞당겨 “Spring Time” 준비
3월 15일 화요일 저녁 7:00-8:30: LHS Theater Full에서LHS & MMS 합창단 콘서트
3월 22일 화요일 저녁 6:00-8:00: 커리어 센터에서 PSTA 위원회 모임
 

졸업식 날짜와 시간
         2016년 6월13일 월요일 오후1시: Safeco Field (세이프코 필드)

검토 중인 등하교 시간 조정
이사콰 학군에서는 학부형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고등학교의 등교시간을 
늦춰달라는 수많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장이 관련부서에 운용 가능 및 
금융관점을 다음과 같은 관점 안에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 등하교 시간은 반드시 오전 8시와 오후 4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매년 수백 수천 달러가 절약되는 버스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
• 고등학교 등교시간 변화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한다
• 늦추어진 등하교 시간 변화로 인한 관련비용의 재정적 책임

최고 재무 책임자, 교통 관리자와 지역구 행정인들과의 다각도로의 조사  후, 다음과 같은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제안된 등하교 시간

                                              등교                           하교
초등학교                               아침 8:00                     오후2:25
오전반 유치원 (월-금)              아침 8:00                     오전 10:30
오후반 유치원 (월화목금)         오전 11:10                    오후 2:25
오전반 유아반 (월화목금)         아침 8:00                      오전 10:31
오후반 유아반 (월화목금)         오전 11:54                    오후 2:25

ECEAP (월화목금)                   아침 8:00                      오전 11:00
Headstart (월화목금)               오전10:55/11:30            오후 2:25/3:00
중학교                                  오전 9:10                     오후 3:35
고등학교                              오전 10:10                      오후 3:55

수요일 스케줄
초등하교                             아침 8:00                        오후 12:15
중학교                                오전 10:25                      오후 3:35
고등학교                             오전 10:10                      오후 3:55

지역구에서 3월 중순까지는 결정 내려질 계획입니다. 운영 변화로 인해 교육위원회가 
아닌  지역구에서 결정됩니다. 지역구에서는 1월 중순에 “Thought Exchange”라는 
온라인 포럼을 통해 가족, 직원 및 지역 구성원들에게 제안된 등하교 시간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역구와 커뮤니티의 등하교 시간 변경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공청회는 그 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의견을 나눠주실 분들은 BellTimes@issaquah.wednet.edu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 시간 검토

고등학생들이 커뮤니티 대학에서 전문 과정에 등록하여 한발 앞서 본인의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선택 된 고등학교 과목을 ‘B’(3.0)이상의 성적으로 수료하면 고등학교와 
커뮤니티/전문 대학 학점 모두(이것을 이중 학점이라 부릅니다)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리버티 고등학교 선택 가능한 강좌들 :
그래픽 디자인, TV / 비디오 제작, 웹사이트 디자인, 영업 및 마케팅 (2 학기), 컴퓨터 과학 
(초급 또는 고급), 공학 초급 (2 학기), 아동 발달, 요리 (2 학기), 건강 또는 온라인건강, 
스포츠 의학 I (2 학기), 스포츠 의학 II (2 학기), 및 교육 아카데미 (2 학기).

학생들은http://www.techprepcc.org/register.html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교사와 
함께 위의 직업 기술 교육 (Career and Technology Education CTE) 과정이 리버티 
고등학교에 등록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46의 요금(과목수에 
상관없이)을 지불하셔야 하며 ‘B’이상의 학점을 받아야 합니다. 9-12 학년 사이의 
학생들은 현재 CTE 자격 과목에 등록 하면 언제든지 테크 프렙 학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 기관에서 이 학점들을 인정 해줄것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 프렙 학점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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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스카이라인 가족분들께,
약 한 달 전 저는 이웃 고등학교에서 주최한 지역사회 토론회에서 성공 재정의에 대한 
주제로 연설을 부탁 받았습니다. 다른 많은 교육자 및 지역 사회 지도자 분들도 저와 
함께 지금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과 정의 그리고 거기까지 어떻게 도달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중 관객으로 참석하셨던 분들은 성공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와 진짜 성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가슴과 마음에 새겨졌음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스카이라인 고등학교 2016 졸업 예정자 Neel Baxi 군이 최근에 큰 무대와 많은 
관객들 앞에서 TED Talk 성공의 본질에 관하여 연설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하였습니다. 
그는 17살이라는게 믿기지 않을 만큼 현명하게 자아 가치관, 숫자 또는 업적이나 실적에 
매이는 개념에 대해 매우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연설을 보시고 자녀들과 함께 
생각하는 성공의 의미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 나누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Neel의 
말처럼 이런 대화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 대해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보다 중요한것은 
없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스카이라인 고등학교 2016 졸업 예정자 Neel Baxi 군이 최근에 큰 무대와 많은 
관객들 앞에서 TED Talk 성공의 본질에 관하여 연설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하였습니다. 
그는 17살이라는게 믿기지 않을 만큼 현명하게 자아 가치관, 숫자 또는 업적이나 실적에 
매이는 개념에 대해 매우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연설을 보시고 자녀들과 함께 
생각하는 성공의 의미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 나누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Neel의 
말처럼 이런 대화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 대해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보다 중요한것은 
없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성공이란?

                                         2월과 3월 학교 행사  
2월 15일 월요일~2월 19일 금요일: 두번째 겨울방학, 휴교
2월 23일 화요일 저녁 7:00-8:30: 7학년 8학년 IB Information Night (정보의 밤)
2월 25일 목요일 오전 10:00-12:00: 교사 라운지에서 PTSA 위원회 모임
3월 13일 일요일: 학교 시계 한 시간 앞당겨 “Spring Time” 준비
3월 4일 금요일: 10학년IB Candidate Agreement Forms 마감
3월 17일 목요일 저녁 10:00-12:00: 교사 라운지에서PTSA 위원회 모임

이번 10월에 저희 교수진은 모든 학생들에게 디지털 시민에 관한 강의를 실시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모든 갈등과 궁금증을 해소 시킬 수는 없지만 현실에서와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전이 학교와 
가정에서의 정서적 사회적 안전을 향상 시킴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우려를 알기에 저희가 알고있는 좋은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학부형이나 교육자도 24시간 내내 학생들의 디지털 생활을 모니터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디지털 삶을 누리도록 자주 
그들을 살피며 실용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 첫 번째로, ReThink라는 소프트웨어를 아이의 기기에 다운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전에 아이가 보내는 상처주는 메세지를 막아 주어 아이로 하여금 
한번 더 생각 (ReThink)하게 합니다.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와 앱 스토어를 통해 
각각 안드로이드와 iOS폰과 태블릿으로 ReThink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Think는 이미 수천개의 기기에 다운로드 되고 있으며 곧이어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나라 언어로 발표 될 예정입니다.
• 페이스북에 있는Family Safety Center (가족 안전 센터)에 들어가시면  공유하기 
전에 생각하는 아이들로 가르치기 (for teaching kids to think before they share) 
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 청소년들에게 비빌번호를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곳에 
비빌번호를 보관 및 저장하지 않도록 권장하여 주십시오. 
http://cyberbullying.org/password-management-software-for-teens/ 에 가시면 
청소년 암호 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 나이에 관계없이 소셜 미디어 사이트의 개인 정보 보호 설정 환경을 검토하시고 
엄격하게 내용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방법을 
모르시는 경우엔,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시어 자녀들의 개인 정보 설정과  
설정을 바꿔야 한다면 언제/어떻게 변경하는지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며 대화를 
시작하 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이나 다른 위험한 행동을 알게 되실 경우 많은 
소셜 미디어 사이트들에 신고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cyberbullying.org/report/ 에 가시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how to 
report danger)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관련되고 싶지 않은 내용의 홍보, 
전달 또는 배포하는 사람을 관심등록 해제하시거나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등과 같은 사이트의  community standards page를 방문하시어 자세한 
내용을 배우시고 십대 자녀들과 대화하며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조율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Thanks for you partnership! 
SHS Admin.

안전한 디지털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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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주간 여름 캠프 마이티 마이츠, 킨더캠프, 캠프 ‘Quah & Adventure
캠프’! 등! 등록 시에 알아 두어야 할 사항!

425-837-3300
   2016년 3월 6일 일요일 오후12시에 온라인 신청 시작! *비자나 마스터카드로만 지불 가능*

온라인이 아닌 방문 등록 하실 경우 또는 현금이나 체크로 지불 하실 경우에는 3월 7일 월요일 오전 8시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www.issaquahwa.gov/daycamp 에서 
캠프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3월 6일 정오에 등록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 이사콰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가족 PIN 과 로그인 ID가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늦어도 3월 4일 금요일 오후12시 전에는 425-837-33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계정에 로그인 해주세요.
모든 가족 정보가 최신인지 확인해주세요. 변경하거나 추가하셔야 할 경우에는, 3월 4일 금요일 정오까지는 425-837-3300로 전화 주세요.
 • 거주지 확인!
이번 해부터: 관할 거주민과 비거주민의 요금이 있습니다. King County Parcel Viewer 웹사이트 http://gismaps.kingcounty.gov/parcelviewer2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소를 통해 거주지 vs 비거주지 관할 지명 검색이 가능하며 학군 경계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 등록하시고 싶으신 캠프 세션을 결정해주세요.
• 분할 결제 하실지 완납하실지 결정해주세요.
분할 결제하실 경우에는 캠프 매주마다 환불 및 양도 불가능한 $40 보증금을 내셔야합니다.
• 분할 결제시, 적어도 캠프 시작 2주전에는자동이체 신청 서명을 해주실 건지 직접 지불하실 건지 정해주십시오.
• 주당 $28 추가되는 연장 보살핌이 필요하신지 결정해주세요. (마이티 마이츠 불가사항)
• 참가자(들)의 티셔츠 사이즈를 확인해 주세요.
•수영 수업에 등록하실지 결정해주세요. 킨더캠프와 캠프’Quah’에서만 가능하십니다.

정하셨나요?
등록 하실 때 자주 하시는 질문과 답변

• 일요일에 온라인 등록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문의전화 425-837-3300로 전화주세요. 오전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러분을 돕기 위한 직원이 있습니다. 통화 중일 경우에는 
메시지를 남겨 주시거나 다시 전화주세요.
• 체크나 현금으로 지불 할 수 있나요?
네! 그러나 3월 7일 월요일 오전 8시전에는 이사콰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등록은 불가합니다.
3월 6일 일요일에 몇몇 캠프들은 신청마감이 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직접 이사콰 커뮤니티 센터에 찾아가서 등록 할 수 있나요?
네! 그러나 방문등록은 오전 3월 7일 월요일 오전8시에 시작합니다. 이미 3월 6일 일요일에 일부 캠프들은 자리가 없을수도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전화로 등록 할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전화 등록은 3월 7일 월요일 오전8시에 시작됩니다. 3월 6일 일요일에 일부 캠프는 인원이 다 찼을 수도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캠프에서 한 개의 셔츠를 받는데 여벌 셔츠를 구매해야 하나요?
저희는 신청자가 매주 적어도 2일 동안은 캠프 셔츠를 입도록 합니다. 세탁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일요일 온라인 등록으로 신청이 다 찰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측하기 어렵지만 과거 기록에 따르면, 등록 첫날부터 정원수가 차거나 거의 가까이 모집됩니다.
• 연장 보살핌이 필요한지 아직 알 수 없다면요?
문제 없습니다. 여름이 오기전까지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 캠프 참가자 수영 수업을 나중에 따로 등록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리가 있다고 보장 드릴 수 없습니다!
• 온라인 등록하려 하는데 캠프가 꽉 차면 대기자 명단에 올릴 수 있나요?
네! 대기자 명단 버튼을 클릭하세요!  대기자 명단으로 이름이 오를것입니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을 시에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리가 나면 저희 쪽에서 본인에게 등록하시라고 연락 드립니다.
• 보조 지원 있나요?
네! 보조 신청 지원서는 2월29일 월요일까지는 접수되어야 3월6일 일요일 전에 사전검토 됩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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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학교 시스템 소개 이벤트

학습에 대한 기대, 교육방법과 학부모 참여 기회에 대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카자흐스탄,
중국,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와 핀란드의 통역 안내 서비스를 받는 가족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이사콰 밸리 초등학교의 다목적실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오늘 저녁 이사콰 학군 최초로 소개된 미국 학교 시스템 소개 이벤트는 미국에 처음 온 
많은 가족들이 미국 학교 시스템의 철학 및 복잡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설계되어 학부모와 교직원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였습니다.

학부모 대표들은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부모의 역활이 자녀의 첫 선생님 만큼이나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학부모 대표들은 교내 자원봉사를 권장하며 교내 자원 봉사를 
하기 위해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상담 
교사는 고등학교 성적만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포함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고등학교를 위한 연습과 준비과정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이사콰 밸리 모든 가족들과 특별히 다른 나라에서 온 가족들을 위한 활발한 수업참여, 
학교 행사 참가와 선생님들 및 교장과의 소통을 위해 이사콰 학군 기존 학부모와 
교사들의 수많은 토론 끝에 개최되었습니다.

학교 당국은 많은 학부형들의 참가를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많은 200분의 부모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적잖게 놀라워했습니다. 이사콰 학부형 주도 패밀리 파트너쉽 팀이 
주최한 이번 이벤트에는 인기였던 무료 보육과 급식 정보가 포함되었으며 이미 다음 
이벤트를 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Rosann Rankin (로잔 란킨) 은 “저는 패밀리 파트너쉽 팀의 학부형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다양한 문화, 언어, 경험들과 지혜는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저는 이 지역 안에 있는 모든 학부형, 가족들과 아이들이 
더불어 협력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협력 없이는 우리 지역이 약화 될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미국 학교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정보는 이사콰 교육구 웹 사이트 
http://www.issaquah.wednet.edu/  로 가셔서 Family Resources(패밀리 리소스) -New to 
the Issaquah School District (이사콰 학군 새가족)  -로 들어가셔서 보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패밀리 파트너쉽 팀 전화425-837-7019(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다시 전화드립니다)로 전화 주시거나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By E.Lee

 o HispanicISD@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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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ate today.

for every student, every school.

It takes a great community to 
build great schools. 

Make sure our schools can help your 
child — and every child — succeed.

From leading-edge STEM curriculum to 
financial literacy, arts programs to after-
school tutoring, you ensure that kids of 
all abilities have the support they need 
to navigate their own unique paths to 
success.

Grea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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