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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BRIDGES TEAM

독자 여러분,  
컬추럴 브리지 프로그램은 이사콰 학군에 대한 안내와 
학군에서 제공하는 행사등을 7개 언어로 번역 제공하여, 모든 
가정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패밀리 가이드는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이사콰 학군의 정보 모음집입니다. 이사콰 학군의 26개 
학교 교무실에서 인쇄물을 찾아보실 수 있으시고, 또한 다음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s://isfdn.org/
cultural-bridges-magazine/

또한, 자녀가 학교에서 가져오는 유인물을 잘 읽어보시고, 
자녀의 학교의 웹사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해당 
학교의 PTSA/PTA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6페이지에 나와있듯이, 이사콰 학군은 이사콰 
학교 재단과 PTSA/PTA의 지원을 받게 되어 매우 행운입니다. 
이 기관들은 우리 학생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며, 
여러분이 그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빛나는 2021-2022 학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Alicia Spinner
컬추럴 브리지 매니저
alicia@isfdn.org

의 프로그램이

Cultural Bridges
Issaquah Schools Foundation

이 잡지의 저작권은 컬추럴 브리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컬추럴 브리지 잡지는 이사콰학군에 배포되는 무료 커뮤니티 잡지이며 
이사콰학군재단 (ISF)의 후원으로 발간됩니다. 이사콰학군재단의 미션은 교육, 건강, 영양, 시사 및 이사콰시의 다양한 문화 등에 관한 
토픽을 다루어 지역 구독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컬추럴 브리지 교육(Cultural Bridges for Education)
은 잡지에 포함된 광고나 기사 내용의 견해를 반드시 승인하거나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컬추럴 브리지는 잡지에 광고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잡지의 일부는 사전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재생, 번역, 또는 재발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ALICIA SPINNER
프로그램 매니저

KELLY BURCH 
표지 디자이너 

LAURA NI
편집 보조

CHRISTIANA SCHUMANN
영어 에디터

NANA TSUJINO
일본어 번역

NORMA RODRIGU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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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HI V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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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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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M PHAM
베트남어 번역

NATALIA ARGUTINA
러시아어 번역
YINGYING CUI
중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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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콰 학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컬추럴 브리지 패밀리 가이드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시간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콰 학군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시는데, 이 패밀리 가이드가 도 움 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콰 학교 재단이 자랑스럽게 지원하는 컬추럴 브리지 프로그램은 이사콰, 사마미쉬, 렌튼, 벨뷰, 뉴캐슬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에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사콰 학교 재단은 26개 학교의 모든 학생들의 성공을 기원하며, 학군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과, 
탁월한 교육 경험을 위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이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재단이 지원하는 자금의 80%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 기부자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자원봉사로 재단의 프로그램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사콰 학교 재단은 방과 후 학업, Tools4School 학용품과 책가방, STEM과 로보틱스 
클럽, 학생과 교사 보조금 등 필수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부 덕분에 이 모든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콰 학교 재단은 501C3 비영리단체로서 학군 내 모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 마련 행사를 합니다. 
재단은 이사콰 학군과 협력하여, 학교, 교육자, 자원봉사자, PTSA 및 지역 사회 파트너와 함께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이사콰 학교 재단은 학군 내 모두가 우수한 기회를 접할 수 있는 
통합 조직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 모두 좋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재단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피드백을 
지속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재단은 유연한 적응력과 풍부한 자원, 그리고 관련성을 입증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 밝은 날이 오기를 기원하며, 올해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원봉사나 후원으로 재단의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궁금하신 점은 info@isfdn.org로 
연락하시거나, www.isfdn.org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모든 학생의 성공을 기원하며, 

Cornell Atwater
전무 이사
cornell@isfdn.org



패밀리 파트너쉽 담당자

자녀의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자녀의 선생님 또는 카운슬러와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궁금하십니까? 패밀리 파트너쉽 담당자는 여러분이 자녀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이사콰 
학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Si tiene alguna pregunta, 
envíe un correo electrónico a 
GilmourL@issaquah.wednet.
edu, o llame al 425-837-7141.

需要協助與老師或職員溝
通嗎？請發送電子郵件至 
mithalw@Issaquah.wednet.edu 
獲取協助並回答問題或填寫
表格。此外，學校的教職員

也可以與您聯繫提供協助。

교사 또는 교직원과 의사소통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g h a n g u r d e i @ I s s a q u a h .
w e d n e t . e d u 로 이 메 일 을 
보내주시면, 질문에 답하거나 
양식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학교에서 
연락드릴 수도 있습니다.

Francisca Mejia Campos 
(Español)
425-837-7141
GilmourL@issaquah.wednet.edu

담당:
Issaquah High School
Issaquah Middle School
Pacific Cascade Middle School
Clark Elementary
Issaquah Valley Elementary
Sunset Elementary

Wenli Mithal 
(中文)
425-837-7106
MithalW@issaquah.wednet.edu

담당:
Skyline High School
Beaver Lake Middle School
Pine Lake Middle School
Cascade Ridge Elementary
Cedar Trails Elementary
Challenger Elementary
Creekside Elementary
Discovery Elementary
Endeavour Elementary
Sunny Hills Elementary

Ina Ghangurde

425-837-7008
GhangurdeI@issaquah.wednet.edu

담당:
Liberty High School
Cougar Mountain Middle School
Maywood Middle School
Apollo Elementary
Briarwood Elementary
Cougar Ridge Elementary
Grand Ridge Elementary
Maple Hills Elementary
Newcastle Elementary

4       Issaquah School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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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Feeder Pa�erns
Elementary Schools Middle Schools High Schools

Liberty High
School

Issaquah High 
School

Skyline High
School

Maywood 
Middle School

Apollo
Briarwood
Maple Hills

Cougar Ridge 
Issaquah Valley (30%)

Newcastle

Clark
Issaquah Valley (70%)

Sunset

Cedar Trails
Grand Ridge

Sunny Hills (20%)

Cascade Ridge
Challenger
Endeavour

Discovery (20%)

Creekside
Discovery (80%)
Elementary 17

Sunny Hills (80%)

Cougar Mountain
Middle School

Cougar Mountain
Middle School

Issaquah
Middle School

Pacific Cascade
Middle School

Beaver Lake 
Middle School

Pine Lake
Middl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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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경계 
이사콰 학군 경계 내 거주하는 모든 학생은 
해당 학군의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거주지가 어느 학교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와 우편번호를 포함한 전체 주소와 
함께  transportation-enews@issaquah.
wednet.edu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해당하는 학교를 찾아 드립니다.
비용 
등록금은 무료이지만, 방과 후 활동, 견학 
및 스포츠를 참여할 시 별도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가정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모든 
요청은 철저히 기밀로 유지됩니다.
시간표  
각 학교의 2021-2022 시간표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
www.issaquah.wednet.edu/district/bell-
schedules.

출석
자녀가 결석한 경우, 학교에서 가정으로 
자동 음성 메세지를 보냅니다. 부모님은 
학교로 연락하셔서 자녀의 결석 이유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결석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질병/건강문제, 가족의 응급 상황, 
사전 승인된 가족 여행 또는 종교의식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자녀가 결석을 해야만 
할 때에는 자녀 이름, 선생님, 날짜와 결석 
사유를 포함하여 학교에 연락하십시오.
초등학생의 경우, 현 학년 중 한 달에 5
번 이상의 결석을 하거나, 현 학년 기간 
중 총 10번 이상의 결석을 한 경우, 
교육구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와 함께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한 달 내에 3
일 이상의 종일 무단 결석 시에도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한 달에7번의 무단 
결석 또는 일년에 15번의 무단 결석이 
있을 시, 교육구는 해당 학생을 커뮤니티 
무단 결석 이사회에 회부하거나, 소년 
법원에 청원서 또는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스쿨버스  
버스 정류장 및 노선 정보는 8월 중순에 
온라인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
w w w . i s s a q u a h . w e d n e t . e d u / f a m i l y /
transportation/elink.

학생들은 버스 도착 시간 5분 전에 버스 
스탑에 도착해야 합니다. 버스 시간은 학년 
도중에 바뀔 수 있고, 그 경우 학부모에게 
통보합니다. 버스 탑승 전과 버스 하차 
후의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학부모에게 
있습니다. 운전 기사는 학부모 또는 다른 
사람이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버스 안에서,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안전하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하며, 운전 기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징계 규정은 학교캠퍼스와 동일하게 
버스 안에서도 적용되며, 교직원이 징계 
여부를 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 규칙에 대한 전체 목록은 여기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issaquah.
wednet.edu/family/transportation.
학부모가 학교에 서면으로 요청했을 
경우, 학생들은 다른 정류장에 내리거나, 
여유 자리가 있을 경우에 다른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교 30분 전에는 
교무실에서 버스 패스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허가된 버스정류장에서만 
하차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은 부모가 
서명한 “Release Form”이 없는 한,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인계되어야 합니다.
중고등학생은 방과 후 스포츠나 클럽 
활동에 참여할 경우 액티비티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액티비티 버스 노선은 일반 
노선과 다른 정류장에 하차합니다.
  
버스 노선, 버스 정류장 또는 버스 
기사에 대해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스쿨버스 내 학생의 행동에 
대해 논의하고 싶은 경우 교통부 (425-
836-6330) 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캘린더로 이용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Canvas를 이용하여 숙제를 
제출하고 직접 선생님과 이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숙제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찰자 역할로 
학부모Canvas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식 수업 성적은 Family Access 
성적표에 기록됩니다. 일부 수업의 
경우, 학생들은 숙제를 늦게 제출하거나, 
과제를 보충하거나, 재시험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질문이 있을 때에는,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내거나 방과 전후에 
교실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수업에 
방과 후 도움이 제공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학교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주정부 시험  
학생의 진도는 공통 핵심 교과 과정 
주정부 시험을 통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자녀의 
성적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Smart 
Balanced 평가(SBA)와 워싱턴주 과학 
종합 평가(WCAS)는 일반적으로 봄에 
제공됩니다. 2021 봄 시험은 2021
년 가을로 연기되었습니다. 2021년 
가을 시험은 2020-21년도 학생들의 
학년을 반영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
www.issaquah.wednet.edu/academics/
assessment.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7

Kindergarten to High School

숙제  
초등학생들에게는 종종 수업 내용 
강화를 위해 패킷이나 개별 페이지 
숙제가 주어집니다. 다수의 선생님들은 
매일 독서를 숙제로 내줍니다. 숙제는 
채점되지 않고, 연습용일 뿐입니다. 
선생님은 주로 수업 시간에 숙제를 
복습합니다. 모든 초등학생은 Clever 
나 Seesaw 계정을 갖게 됩니다. Clever
는 학생들이 다양한 커리큘럼 도구와 
학습 자원에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싱글 사인온 포탈입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리소스에 로그인하기 위해 
하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기억하면 
됩니다. Seesaw에서는 선생님이 추가 
학습 활동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과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는 Seesaw 
학부모/가족 어플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숙제의 양은 
수강하는 수업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숙제는 Canvas 학습 관리 
시스템에 게시되며, 학생들은 계획표에 
세부 사항을 적습니다. Canvas를 통해 
학생들은 교사 정보, 강의계획서, 숙제 
마감일을 알 수 있고, 모든 수업을 하나의 

유치원 Washington Kindergarten Inventory of 
Developing Skills (WaKIDS)

3,8,10,12학년 Smarter Balanced Assessment (SBA)

5,8,11학년 Washington Comprehensive Assessment in 
Science (WCAS)

전학년 English Language Proficieny Assesment the 
21st Century (ELPA 21)

12학년 End-of-course (E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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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자녀에 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교사에게 연락하시고, 
형제자매가 태어났거나, 이혼, 가족의 
사망 등과 같은 학교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알리십시오. 학업이나 행동에 대해 
논의하고 싶으면, 교사나 카운슬러, 또는 
교장 선생님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는, 필요한 경우 대면 또는 
전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모든 
교사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학교 
웹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더이상 E-news를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을 등록할 때 제공한 
이메일로 자동 가입됩니다. 그러나 대체 
이메일로 등록하고 싶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개인 이메일 주소로 가입하였으나, 
회사 이메일로도E-news를 받고 싶으신 
경우) 여기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https:/ / issaquah.wednet.edu/news/
ENews.

이사콰 학군, 학교, PTSA/PTA 의 
웹사이트에도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Canvas 관찰자 계정 (중고등학생) 
또는 Seesaw 학부모/가족 계정(초등학생)
에 가입하십시오. 선생님들 또한 강의 
계획서 정보(수업, 시험 및 숙제에 대한 
기대치), 캘린더, 연락처 정보를 Canvas
와 Seesaw에 게시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학년 초에 
하는 커리큘럼 나잇에 참석하고, 
자녀의 선생님을 만나는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자세한 사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중요한 

서류와 정보 등을 학생을 통해 부모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자녀의 책가방을 매일 
확인하십시오. 
I중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교사 
컨퍼런스는 없지만 언제든지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연락하여 
자녀의 학습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하거나 성적에 대한 걱정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행동적, 그리고 
정서적 문제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학교 카운슬러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하십시오. 필요할 경우, 전화 또는 
대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
모든 학년 수준과 내용은 주 기준에 
부합하는 커리큘럼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www.issaquah.wednet.edu/academics/
curriculumstandards.

특수 교육   
이사콰학군은 학군 경계 내 거주자 중 
출생~21세까지의 장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세요https://issaquah.
wednet.edu/district/departments/
SpecServices.

복장 규정
학생들은 평상복 차림으로 등교합니다; 
교복은 따로 없습니다. 각 학교마다 복장 
규정이 있지만 대체로 단정한 복장을 
요구합니다. 셔츠의 어깨끈은 손가락 3개 
이상의 너비여야 합니다. 깊게 파인 셔츠, 
몸에 달라 붙는 옷, 꽉 끼는 옷, 외설적인 
글이나 그림이 있는 옷은 금지됩니다. 
반바지나 치마는 손을 옆으로 떨어뜨렸을 
때 최소한 학생의 손가락 끝 길이여야 
하며 속옷을 가려야 합니다.
점심 
2021-2022 학년도는 소득이나 기타 요건에 
상관 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기본 식단은 학군의 급식 담당자가 
준비합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특별 메뉴
(예: 병 음료, 피자 또는 과자)가 제공되며, 
학생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의 식단과 영양 정보는 당월 말에 
제공됩니다: https://www.issaquah.wednet.
edu/family/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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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올 수도 있습니다. 
무료 점심 지원이 필요하면 학기 중 언제든지 
지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https: / /www.issaquah.wednet.edu/
d i s t r i c t / d e p a r t m e n t s / o p e r a t i o n s /
foodservice 

분실물 보관소  
학교는 분실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물건들을 
모아두는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학생은 교내 분실물 보관소를 
방문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물건은 지역 자선 단체에 기부됩니다.
카운슬러   
각 학교에는 상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학교 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성취감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발전 역량에 
기초합니다. 학교 상담팀은 타학교, 
부모님 또는 보호자, 지역사회 대표를 
고려하여 상담을 계획하고 조정합니다. 
학교 카운슬러는 학생들이 감정을 
관리하고, 대인 관계 능력을 배우며, 
진로 방향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카운슬러는 또한 교실 수업 제공, 소규모 
심리 교육 그룹 지원, 학생들에게 단기 상담 
제공, 외부 자원과의 연결을 해주는 등 
학생의 성공을 위해 가족, 선생님, 교직원,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협업합니다. 
자녀의 학교 카운슬러와 연락하시려면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
issaquah.wednet.edu/family/counseling-
services/comprehensive-school-counseling

ASB 학생회  
모든 중고등학교에는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회(ASB)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학생회 담당 고문 선생님을 지정합니다. 
학생회는 학년 내내 클럽, 스포츠, 댄스 
등의 활동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를 
준비합니다. 
각 학교의 학생회 조직은 스포츠, 음악 
그룹, 이벤트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카드를 판매합니다. 카드 비용은 
$35~$55입니다. 재정 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는 재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중고등학교에서는 이름, 학년,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학생에게 제공합니다. 
학생은 교내 활동시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클럽  
학교는 다양한 방과 후 클럽활동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클럽, 클럽 모임 시간 등의 정보는 학교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정보는 
학교 E-news에서도 공유됩니다.
스포츠  
학교는 매년 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제공합니다. 스포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생회 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일부 스포츠는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습은 방과 후에 
있으며, 학생들은 액티비티 스쿨버스를 
타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시즌 별 스포츠와 추가 정보는 학교 
웹사이트나 학교 E-New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에 참여하고 싶은 
모든 학생은 매해 6월 1일 이후의 
신체검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음악  
학교는 학생들에게 일년 내내 콘서트 
밴드, 재즈 밴드, 오케스트라, 합창등의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학교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사물함  
중고등학생에게는 책, 학용품, 겉옷, 
스포츠 용품등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이 배정됩니다. 일부 학생은 
사물함을 공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LL 영어 학습자  
자녀가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학교에 통보하면, 영어 배치 시험인 
WIDA를 보게 됩니다. 이는 자녀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학교 교직원이 
테스트하는 간단한 시험입니다.
시험 결과지는 학부모에게 발송됩니다. 
배치 고사의 결과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레벨로 반편성을 받습니다: 습득단계
(Emerging), 발전단계(Progressing), 
숙련단계(Proficient)
습득 또는 발전 단계의 학생들은 ELL 
교육 대상자입니다. 숙련 단계 학생들은 
대상자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ELL 
서비스에서 종료한 후 2년 동안은 필요에 
따라 추가 학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콰 학군은 다국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이 
교과 내용 이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 
및 학업의 영어 능력 증진을 위한 가속 모델을 
사용합니다. 영어 기술 능력의 향상으로 학업의 
모든 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초등학교 ELL 모델
초등학생은 “지원 주류(Supportive 
Mainstream)”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 
모델에서 학생은 정규 교실 수업을 
받습니다. 많은 학급 및 ELL 교사들은 
프로젝트 GLAD(언어 습득 유도 설계) 
교육을 받습니다. ELL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와 보조 교사가 교실로 와서 학생들의 
학습 언어가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개입함으로써 성공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학교 ELL 모델 
이 모델에서는,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ELL학생들을 위해 영어 개발(ELD)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언어에 대한 능숙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학생들이 핵심 커리큘럼에 
접근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이 수업은 
구두 언어 개발, 영어 구조에 대한 
명시적인 교육과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통한 학습 언어 발달에 중점을 
둡니다. 일부 중학교에서는 ELL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지원도 제공합니다. 이 
수업은 수강 신청시 선택 과목(Electives) 
하나를 대신합니다. 

고등학교 ELL 모델 
이 모델에서는,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ELL학생들을 위해 영어 개발(ELD)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언어에 대한 능숙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학생들이 핵심 커리큘럼에 
접근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이 수업은 
구두 언어 개발, 영어 구조에 대한 
명시적인 교육과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통한 학습 언어 발달에 중점을 
둡니다.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학업 및 
언어 학습에 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방과 후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1년에 한 번 (2월 또는 3월) 
WIDA 연례 시험이라 불리는 온라인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 결과는 학생들의 
언어 성장과 현재 ELL 레벨을 결정합니다. 
숙련 단계를 받은 학생은 ELL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ELPA21 가족 가이드(영어 및 스페인어)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http://www.k12.wa.us/ELPA21/
Timeline.aspx. 샘플 테스트를 보고 
싶으시면, 구글 크롬에서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http://www.elpa21.org/
assessment-system/sample-items.

자세한 사항은 ELL 사무실 (425-837-
7078) 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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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월

2021-2022 학학사사일일정정  

12월월

3월월  

6월월

5월월

4월월

99월월

10월월

11월월

 2월월 

                                   

8월31일 : 개학날

9월 3일: 유치원 개학날
공휴일

10월 18일: 교사 직무일
휴교

11월 11일: 재향 군인의 날
공휴일

11월 25-26일: 추수감사절
공휴일

12월 1-2일: 초등학교 컨퍼런스

12월 20-31일: 첫번째 겨울 방학
휴교

1월 17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
공휴일

1월 28일: 교사 직무일
휴교

2월 21일: 대통령의 날 
2월 22-25일: 두번째 겨울 방학 
휴교

3월 18일: ** 휴교(첫번째 악천후 수업 보충일)
휴교 또는 보충일

4월 11-15일: 봄방학
휴교

5월 30일: May 30 : 현충일  
휴교

6월 17일June 17: 종강일  

**악천후로 인한 수업 보충일 
악천후로 인해 휴교한 경우, 3월 18일이 첫 보충일이 됩니
다. 추가 수업일은 필요에 따라 6월에 추가됩니다.

도시
이사콰 학군은 이사콰 전 지역과 벨뷰/ 뉴캐슬/ 렌튼/ 사마미쉬의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들 도시에서는 다양한 이벤트와 무료수업, 그리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중

학
교

졸업식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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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콰 학교 재단은 이사콰 학군 모든 
학생의 진로 여정을 지원합니다. 

••  문화 봉사활동, 멘토링, 번역 서비스 및 잡지 
등을 통해 컬추럴 브리지 재단 프로그램은 
학부모가 학교에 더 참여하고, 가정에서 자녀들
을 더 지원하는데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http://isfdn.org/cultural-bridges-magazine/.
org/cultural-bridges-magazine/

• • 이사콰 학교 재단은 푸드뱅크와 협력하여 새 
학기에 필요한 가방과 학용품을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하는 Tools4School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재단은 학업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교사가 특정 과목에 대해 방과 후 지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한 과외와 외부 
학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도 제공합니다

••  독서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므로, 재단은 
학군의 모든 학교 도서관에 도서를 제공합니다.
 
• • Character Strong은 재단에서 자금을 지원하
는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회적,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재단은 더 많은 도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초등학교의 상위 우수 영재 프로그램과 과학 
기술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 STEMposium은 학군이 주최하는 재단 지원 
행사로서, 학생들이 모든 수준의 다양한 STEM
옵션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8월, 노란 스쿨 버

스 직접 타보기 

행사

9월, 
첫번째 학부모-교사 컨퍼런스

상위 우수 학생 
프로그램 
테스트: 
MERLIN 과
SAGE 

연례 표준화 
테스트- 
Smarter 
Balanced 
평가

과학 기술 
마그넷 프로
그램 입학 
추첨

자녀 학교의
PTSA/PTA 
에 가입하세요!잡지를 읽거나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컬추럴 브리지는 

중국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베트남어로 제공됩니다:

이중 언어 프로그램

긴장 가득한 첫 등교를 
마치고, 이제 자녀와 
함께 올 한 해를 즐길 

준비를 해보세요!

자녀 교육에 
참여하시고, 학교 

행사를 놓치지 
마세요!

• • WEB (Where Everybody Belongs) 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재단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8학년 학생들은 
6학년 학생들을 환영하며, 새로운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 돕고, 궁금한 점에 대해 답해줍니다. 



• •  재단은 고등학교의 밴드 및 오케스트라 악기, 
합창, 연극, 미술 수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합니다.

• •  재단은 고등학교의 로보틱스와 STEM 클럽 
활동에 기금을 제공합니다.

• • 재단이 지원하는  Great Careers Conference
에서, 학생들은 4년제 대학의 진학 과정 
외에 다른 옵션들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6.

7.

8.

9.

10.
11.

12.

    
    

    
중

학
교                고

등

학교

이사콰 학군 로드맵

• • 재단은 중학교의 로보틱스 클럽에 기금을 
지원합니다. 

• • 재단은 밴드 및 오케스트라 악기, 합창, 연극, 
미술 수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합니다. 

• • 재단이 시범 운영하고, 현재 이사콰 학군이 
운영하는 Issaquah Scholars/Start Strong 
프로그램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을 도와줍니다. 

러닝 스타트 
(Running Start) 

프로그램

졸업식

3월, 
Gibson Ek 
신청서. 

클럽과 
스포츠

졸업식내셔널 주니
어 아너 소
사이어티

“오늘은 뭐가 제일 
재미있었니?” 
구체적인 질문

을 하세요.

자녀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성과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졸업식

        유치원

              초
등

학교    



1월
1월 26일 -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8학년을 위한 
밤, 6:30 to 8:30 pm 고등학교 학점, 필수 졸업 
이수 요건, 수업 선택에 관한 정보, AP, IB 및 
Running Start 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2월
2월 16일 - 미국에 처음인 중학교에 진학하는5
학년을 위한 밤, 6:30 to 8:30 pm  수업 선택 
정보, 오케스트라, 밴드, 합창과 같은 선택 과목, 
체육/보건 수업, 스포츠, 클럽, 예방 접종, 학교 
비용 및 준비물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3월
3월 9일(예정) – 이사콰 학군 유치원 입학 예정 
학부모를 위한 밤, 6:30 to 8:30 pm 이사콰 학
군의 유치원은 어떤 모습인지, 유치원 입학 가
능 나이, 입학을 위한 준비, 통학 정보, 점심, 비
용, 보건 및 예방 접종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3월 23일- 패밀리 커넥션 질의 응답
- 세션1: 10:30am- 12pm, 세션2: 7:00-
8:30pm, Zoom 미팅
학교에 관련된 질문의 답변은 어디서 얻을 수 있
나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9월
9월 22일 - 중고등학생(6-12학년) 부모님을 
위한Canvas 워크샵 
6:30 to 8:30 pm, Zoom 미팅
 
9월 29일 – Family Access 접속 방법 대면 
워크샵 7 to 8 pm 이사콰 학군 행정 사무실. 
Family Access 접속 연습을 위한 컴퓨터가 제공 
가능합니다

10월
10월 13일 - 패밀리 커넥션 질의응답 
- 세션1: 10:30-12pm,  세션2: 7:00-8:30pm, 
Zoom학교에 관련된 질문의 답변은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11월
11월 3일- 학부모-교사 면담을 위한 팁 (
초등학생 대상K-5) 6:30 - 8:30 pm Zoom
미팅학부모-교사 컨퍼런스, 학교와 연락하기, 
규범, 학부모와 교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대치, 컨퍼런스에서 물어볼 질문 등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12월
12월 8일 - 패밀리 커넥션 질의 응답
- 세션1: 10:30am- 12pm, 세션2: 7:00-
8:30pm, Zoom 미팅
학교에 관련된 질문의 답변은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가족 행사 2021-2022
이사콰 학군의 패밀리 파트너쉽은 컬추럴 브리지와 협력하여 이러한 행사를 준비합니다. 
학군 내 학생의 가족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세션은 영어, 스페인어, 만다린어로 제공됩니다. 요청 시 다른 언어의 통역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의 통역사가 필요하신 분은 Lorna Gilmour에게  gilmourl@
issaquah.wednet.edu 로 연락하십시오. 이 행사에 참여하셔서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은 
Alicia Spinner에게 alicia@isfdn.org 로 연락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https://www.issaquah.wednet.edu/family/cultural-and-family-partnerships/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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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DEFINITION
Accommodation 학생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업계획이나 일일계획표를 수정하는 것 
Chaperone 그룹활동이나 필드트립 등의 활동에 보호자로 동행하는 사람
CCSS Common Core 
State Standards

K-12 학생들이 수학, 영어 과목에서 필수적으로 성취해야 할 수준(미국 
내 공통). 대학 진학이나 구직활동 시 이를 참고하여 준비하도록 함 

Extracurricular 학교에서 후원하는 교외 활동. 경우에 따라 비용 발생.
Fundraiser 스포츠, 아트, 음악 등의 특별 활동이나 준비물들을 위해 학교에서 돈을 

모금하는 활동
Highly Capable 
Student

인지 검사와 학력 검사 모두에서 상위 3-5%인 학생. 점수는 백분위수 97
점 이상

IEPS Individual 
Education Programs

장애가 있는(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학습 계획서

LRC Learning 
Resource Classroom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특수학급 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교실. 학생의 장애 수준에 따라 반일, 종일반으로 나뉠 수 있음

NGSS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K-12 학생들이 과학, 공학 과목에서 필수적으로 성취해야 할 수준(미국 
내 공통). 대학 진학이나 구직활동 시 이를 참고하여 준비하도록 함 

PE  Physical 
Education

체육 시간

PTSA / PTA  Parent 
Teacher (Student) 
Association

학부모회

Special Education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육. 프리스쿨~21세까지 
도움이 필요한 모두에게 제공됨 

VOICE Mentors 학습, 사회성, 삶의 방식 등에 대해서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주는 성인 
자원봉사자 

내셔널 (주니어) 아너 소사이어티   
내셔널 (주니어) 아너 소사이어티 

내셔널(주니어) 아너 소사이어티는 장학금, 
봉사, 리더십, 인성, 그리고 시민의식의 가치에 
관한 헌신을 장려합니다. 이 다섯 가지 요인은 
1929년 창립 이래 회원 자격의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회원 자격의 다섯 가지 요인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https://
www.njhs.us

학교 챕터에 참여하려면 7학년 1
학기 이후에 특정 누적 학점 평균
(GPA)이 요구됩니다.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학생들은8시간의 지역 
사회 봉사를 완료하고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내셔널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불리며, 회원들은 이 
활동을 할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준비 

아이들은 각자 다른 방향과 속도로 자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리된 기준에서 보면, 어떤 부분은 부족하거나, 또는 
우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자녀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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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이사콰 학군에서는 유치원 종일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일반 
선택도 가능합니다. 반일반 학생들도 
아침에 스쿨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일 오전반을 선택하신 경우, 
3시간 수업 후 하교시 학생의 학부모나 
보호자가 직접 아이를 데려가야 합니다. 
유치원 등록기간은 2월초에 시작하여 
3월말에 마감됩니다.  등록은 인근 
학교에서 이뤄집니다. 

자녀가 내년에 어느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지 모르시면 교통부서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425-837-6310으로 
연락하시거나, 다음 링크를 클릭하셔서 
집주소를 입력하시면 해당 학교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s://issaquah.wednet.
edu/family/transportation/elink.

이중 언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Clark 초등학교와Issaquah 
Valley 초등학교(IVE)에서 진행되며, 두 

학교의 출석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매년 
유치원 등록 기간 중에, 다음 가을에 
입학하는 유치원생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학군내 모든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이 학교 경계 밖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이 교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중 
언어 프로그램에 입학하는 유치원생들은 
잠재적으로 고등학교 진학할 때까지 이 
코호트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Clark 초등학교 
(425-837-6300) 나 IVE (425-837-6600)
로 문의하십시오. 

이중 언어 프로그램은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과 영어를 
사용하는 학생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은 두 언어로 
제공됩니다. 사회성과 학업 교육은 
모든 학생의 언어와 문화를 중요시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두 
언어에서 학업적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높은 기준을 설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한다.
대화를 번갈아가며 한다. 
여러 단계의 지시를 따른다.
.....................................................................
다른 아이들과 잘 논다.
차례를 지키며 다른 사람과 공유할 줄 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어른에게 알린다.
친구와 차이점이 있을 때 말로 해결한다.
.....................................................................
문자와 숫자의 차이를 안다.
알파벳의 많은 글자를 안다. 
많은 글자의 소리를 낼 줄 안다. 
운율이 있는 단어를 만든다. 
책 읽기와 듣기를 좋아한다. 
책을 똑바로 들 수 있다. 
자기 이름의 글자를 대부분 쓸 줄 안다. 
글자가 단어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한다. 
말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의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

새로운 물건이나 생각에 호기심이 많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을 해낸다. 
다른 특징의 물건을 분류할 수 있다. 
가족 경험을 기억하고 다시 이야기 할 수 
있다.
.....................................................................
연필을 올바르게 쥐고 쓸 줄 안다. 
걷고, 뛰고, 점프할 수 있다. 
도움없이 혼자 화장실을 간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손을 씻는다.
자신의 신발과 겉옷을 입을 수 있다.
..................................................................
그룹의 항목 수를 셀 수 있다. 
순서대로 10이상까지의 수를 크게 셀 수 있다. 
“all”이나 “some” 과 같은 단어로 물건의 양을 
설명할수 있다.

자녀가 유치원에 다닐 준비가 되어있는지 
궁금하시면, 프리스쿨 선생님, 소아과 의사 또는 
Child Find (425-837-7197)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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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초등 교육은 1~5학년 대상이며, 이사콰 
학군에는 총 15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일정  
학급당 한명의 교사가 대부분의 교과를 
전체, 소그룹, 또는 일대일로 가르칩니다. 
보조교사나 학부모 자원봉사자들도 
교사를 도와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교실에서 
보냅니다. 음악, 체육, 도서관 수업은 
다른 교실로 이동하거나 다른 선생님이 
교실을 방문합니다. 교사는 주간 일정을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학생들은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일20분의 점심 
시간과 하루에 두번 20분씩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반이 
바뀌며, 교사도 매년 바뀝니다. 

행동  
아이들은 교내에서 뛰지 않고,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개인 공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 몸에 손대지 않고 너무 
거칠게 놀지 않도록 합니다. 수업시간 중 
하고싶은 말이 있을 때는 손을 듭니다. 
학생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것은 성적표의 “배움을 촉진하는 
행동”이라는 항목에 기록됩니다.
CLEVER
Clever는 학생이 다양한 커리큘럼 
도구와 기술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싱글 사인 포탈(SSO)입니다. Clever는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러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https://
www.issaquah.wednet.edu/distr ict/

departments/Technology/elementarylogin

SEESAW
Seesaw는 교사가 추가 학습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도구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특정 과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는 Seesaw 
학부모/가족 어플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
www.issaquah.wednet.edu/distr ict/
departments/Technology/elementarylogin

성적  
성적표는 우편이나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학부모는 Family Access에서 
성적표를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교육은 등수 시스템이 
없으며, 초등학교 성적은 대학 진학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사전 시험과 사후 시험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추적합니다. 새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선생님은 학생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일일과제와 시험의 점수를 
성적표에 반영합니다. 학생들은 워싱턴 
주 표준에 따라 평가되며, 성적표는 각 
학기마다 연말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업 성과 및 학습 태도의 향상도를 
반영합니다:
  레벨 4 : 표준 이상
  레벨 3 : 표준
   레벨2 : 표준 근접
  레벨 1 : 표준 이하
레벨2와 3은 가장 일반적인 점수입니다. 
3점을 칭찬해주세요. 
더 자세한 정보(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제공)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issaquah.wednet.edu/
academics/fieldtest.

PBSES 긍정적 행동, 사회성 및 정서 지원  
PBSES에 대한 이사콰 학군의 비전은 
존중, 긍정적 관계, 예측 가능하고 
능동적인 학습 환경을 촉진하여 
학생들이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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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ssaquah.
wednet.edu/academics/programs/pbses.

영재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이사콰 학군은 K~12학년 동안 학업적으로 
유능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적격 여부는 테스트를 통해 
판단합니다. PEP는K~2학년까지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MERLIN과 SAGE는 
3~5학년까지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6~12학년은 학업의 촉진과 기회를 
위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
www.issaquah.wednet.edu/academics/
programs/gifted.

과학 기술 프로그램  
이것은 4, 5학년을 대상으로 과학과 
기술에 중점을 둔 선택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Briarwood, Cascade 
Ridge, Clark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학군의 모든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3학년때 추첨을 통해 4월에 
선발합니다. 2월과 3월에 학부모님들을 
위한 설명회가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설명회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만약 당첨된 학교가 학생이 통학 
지역에 있는 학교가 아닌 경우 학부모는 
자녀의 교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www.issaquah.wednet.edu/academics/
programs/ScienceTech.

현장 학습  
현장 학습 전에 학부모 허가 동의서가 
집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 동의서는 
학생이 견학을 위해 학교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특정 현장 학습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생은 학교에 남아 대체 
활동이 참여하게 됩니다. 
기념행사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파자마데이, 
크레이지 헤어데이 등과 같은 특별한 
날들을 준비합니다. 이런 날을 Spirit Day
라 부릅니다. 선생님이 이 행사들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념하는 
휴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문의하세요. 학교는 아이들이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고 존중하도록 

격려합니다. 학부모는 반 전체를 생일에 
초대하지 않는 한, 생일 또는 다른 파티 
초대장을 학교에서 나눠 주면 안 됩니다. 
자녀의 선생님에게 학급 기념 행사에 
대한 절차를 문의하십시오.
자원봉사   
자원봉사자는 학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가족 모두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수업시간, 쉬는 시간, 또는 학교 
행사에서 부모나 조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번 패밀리 가이드를 발행될 당시에도 
코로나로 인한 자원봉사 규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현재 학교에서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고 있는지 자녀의 선생님께 
문의하십시오.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 방문시 모든 
방문자는 학교 사무실에서 체크인을 한 후 
방문 배지를 항상 받아 착용해야 했습니다. 
이사콰 학군에서 신원 조회와 자원봉사 
신청서 확인을 마치면, 모든 가정은 
사무실, 학급, 도서관이나 양호실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아트 도슨트 프로그램이나 다른 심화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PTSA/PTA를 
돕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온라인 신원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는 1년간 
유효합니다. 업데이트된 정보를 보시려면 
링크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
issaquah.wednet.edu/human-resources/
volunteers.

건강 보건  
학생엥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는 자녀를 데려가야 합니다. 체온이 
100도가 넘었을 경우, 열이 떨어지더라도 
24시간 동안은 집에 있어야 합니다. 학교 
보건 교사 상담이 가능하니, 사무실을 
통해 연락하십시오.
레이저 펜/ 포인터  
눈에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나 버스에 레이저펜/
포인터를 가져오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마다 규칙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호버보드, 바퀴달린 운동화, 



Elementary       19

Kindergarten to High School
모자, 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애완 동물/ 동물  
이사콰 학군은 애완 동물 금지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군의 규정 
및 절차를 따르지 않는 한, 애완 동물을 
학교에 데려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 및 필요 양식은 건물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사진
전문 사진가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개인 
사진과 학급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꼭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이나 패키지 옵션을 포함한 사진 
구매 신청서는 사진사가 방문하기 전 
집으로 보내집니다. 수익의 일부는 각 
학교의 PTSA/PTA으로 돌아갑니다.
안전  
매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 지진, 대피소, 락다운 훈련과 같은 
안전 교육은 실제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학생과 교직원이 따라야 할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안전 순찰대
대부분의 학교는 5학년 학생들을 안전 순찰대로 
선발합니다. 학생들은 안전 순찰대로 선발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선발하고, 임무 지시를 내립니다. 안전 순찰대는 
다른 학생들이 길을 건널 때 예의와 안전을 
준수할 수 주의를 살피며 돕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안전 순찰대의 지시를 잘 따르도록 
권장하여 주십시오. 

방과 전과 후  
학부모는 수업 시작 10분전까지 
학생들을 등교시켜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에 걸어가거나 부모가 차로 데려다 
주는 경우, 수업 시작 10분전까지 부모 
책임 하에 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15분이 지나도 픽업되지 
않은 학생은 학교 사무실로 데려가 
부모에게 연락이 취합니다. 방과 전이나 
후에는 학교 보호감독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 운동장에 들어갈 
수 없으며 감독구역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아이를 데리러 학교 
사무실로 와야 합니다.
조퇴  
자녀가 조퇴를 해야 하는 경우, 부모는 
학교 사무실에 와서 자녀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교실에 있는 
학생을 호출합니다. 직접 교실로 
찾아가지 마십시오. 자녀가 하교시간보다 
2시간 이전에 조퇴하는 경우엔 지각으로 
기록됩니다.
지역사회 광고 전단
이사콰 학군은 외부 단체인 Peachjar를 통해서 
디지털 광고 전단을 학생과 가정에 배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광고 전단은 학군의 승인을 
받으면 Peachjar를 통해 학부모의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한, 지역 사회 행사, 교외 활동 
수업, PTA/PTSA 행사 등이 교내 디지털 전단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5학년  
초등학교의 마지막 해에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활동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바로 캠프를 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3일 동안 사회 과학 커리큘럼을 
보완하는 체험 활동에 참여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댄싱, 카누타기, 공예품 만들기, 
노래, 캠프파이어 등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학년도의 마지막 조회 시간은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수료에 대해 전교생의 축하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가족들과 함께 이와 
비슷한 시간인 진급식을 갖게 됩니다 (
졸업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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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중등 교육은 6~8학년 대상이며, 이사콰 
학군에는 5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수강 신청  
3월에 학생들은 다음 해의 수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학생은 정보 패킷을 
받게 되고,  학부모는 자녀의 Student 
Access를 통한 수업 선택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각 학년 수준에서 1년 동안 
영어, 사회, 수학, 과학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핵심 수업이라 합니다. 선행 및 속진 
옵션은 영어, 수학, 과학에 제공되며, 이 
코스의 배정은 자가 선택 모델을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코스 선택 
패킷과 학군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보건과 체육수업, 테크 스마트(6학년만 
해당)와 같은 추가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 밴드, 오케스트라, 스페이언 
등의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일정  
학생은 각 수업마다 해당 과목 선생님의 
교실로 이동하고, 과목별 다른 선생님을 
만납니다. 수업은 50~55분 정도이며, 
이를 “period” 라고 부릅니다. 매일 6~7 
교시가 있고, 30분의 점심시간 있습니다. 
단, 쉬는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CANVAS
Canvas는 이사콰 학군의 6~12학년을 
위한 학습 관리 시스템입니다. Canvas
를 통해 학생은 모든 과제에 접속할 
수 있고, 과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선생님과 급우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Canvas에서 관찰자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학업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상 튜토리얼과 
Canvas 사용 안내서는 다음을 
참 고 하 세 요 : https:/ /www.issaquah.
w e d n e t . e d u / d i s t r i c t / d e p a r t m e n t s /
Technology/canvas

성적  
교사는 A, A-, B+, B, B-, C+, C, C-, 
D+, D, F(D는 패스, F는 낙제)로 성적을 

매깁니다. 성적 기대치를 이해하려면 
각 교사의 강의 계획서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학생은 매년 3회의 공식 
학기별 성적표를 받습니다. 학부모는 
Family Access를 통해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등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학점  
중학교 과정에서 일부 고등학교 학점을 
미리 이수한 7학년, 8학년 학생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성적표에 그 성적과 
학점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카운슬러와 함께 11학년 학점 검토 
시점 전까지 언제든지 학점과 성적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성적이 고등학교 성적표에 추가되면 
성적과 학점은 삭제할 수 없으며 학생의 
성적 평점 계산에 영구적으로 포함됩니다. 

시험  
과목별 시험, 학군, 주정부 시험에서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과목별 시험은 해당 
과목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출제합니다. 학생들은 학기 중에 이러한 
시험을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학군 
시험의 경우 학생들은 학기 시작 전에 
사전 평가 테스트를 받고, 단원이나 
학기가 마친 후에 사후 평가 테스트를 
받습니다. 주정부 시험에 대해서는 7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진급식  
12학기 공통 핵심 과정 중 최소 11
학기 이상에서 패스 성적을 받은 6, 7, 8
학년 학생은 다음 학년으로 진급합니다. 
영어, 사회, 수학에서 한 번 이상 
낙제한 학생에게는 학군의 중학교 여름 
프로그램에서 해당 과목 보충 참여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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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든 학생은 고등학교 생활 동안의 
계획과 졸업이후의 대학 진학 또는 
직업 훈련등의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부모, 교직원과 협력하여 
고등학교 및 그 이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학생들은 졸업을 하기 위해 학군이 
승인한 졸업 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은 졸업 이수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카운슬러와 상의해야 합니다.
4)학군은 모든 학생의 기술 능력에 대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성적  
교사는 A, A-, B+, B, B-, C+, C, C-, D+, D, 
F(D는 패스, F는 낙제)로 성적을 매깁니다. 
성적 기대치를 이해하려면 각 교사의 
강의 계획서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학생은 매 학기가 끝나면 성적을 
받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은 Family 
Access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등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대학과 
고용주는 모든 고등학교 성적, 이수 과목, 
그리고 누적 성적 평균(GPA)를 봅니다. 

고등학교

고등학교 교육은 9~12학년 대상이며, 
이사콰 학군에는 4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9학년을 프레쉬맨, 10학년을 
소포모어, 11학년을 주니어, 12학년을 
시니어라고 부릅니다.
졸업 요건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필요한 
학점을 이수합니다. (2) 고등학교 및 그 
이후 계획을 수립합니다. (3) 교육구가 
승인한 졸업 경로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4) 기술 숙련도를 보여줍니다.

주에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특정 과목에서 최소 24학점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학군은 주에서 
설정한 최소 학점 수를 초과하는 학점 
요건을 설정할 수 있고,
대안 요건을 실행하는 하나 이상의 
고등학교에서 학점을 기반으로 한 요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정부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특정 과목에서 최소 24
학점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다음은 
학군에서 설정한  Issaquah High 
School(IHS), Skyline High School(SHS) 
및 Liberty High School(LHS)의  졸업 
이수 학점 및 요건입니다:

과목  IHS/SHS  LHS (2021-22)  LHS (2023)  LHS (2024)  LHS (2025)  

영어 4  4  4 4  4  

수학 3  3 3 3  3  

사회 3  3  3 3  3  

과학  3  3  3 3  3  

직업 기술 교육 1 1  1 1  1  

체육 교육  1.5 1.5   1.5 1.5  1.5  

보건 .5  .5  .5 .5  .5  

예술/개인 진로 2  2  2 2 2 

외국어/개인지로 2  2  2 2  2  

선택 과목 4  8  7 6  5

총 학점  24  28 27 26 25



AP 대학 과목 선이수제   
L i b e r t y 고 등 학 교 와 I s s a q u a h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대학 수준의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성적과 재학하게 될 대학에 따라 대학 
학점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IB 국제 학사 학위 프로그램  
이는 Skyline 고등학교 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는 학위 프로그램입니다. 국제 
기준에 따른 11, 12 학년을 위한 예비 
대학 과정입니다. 10학년 학생들은 11
학년과 12학년 수업을 요약한 계약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 학위는 전 세계 많은 
대학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러닝스타트  
모든 고등학생은 특정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11학년과 12학년 
학생들은 커뮤니티 칼리지에 출석하여 
대학과 고등학교 학점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습니다.

성적증명서  
이것은 고등학교 수업 성적에 대한 
공식 성적 기록입니다. 대학과 고용주는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만 봅니다(중학교와 
초등학교 성적표는 보지 않습니다).

외국어 학점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성적 요건에 
충족하면 외국어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언어 / ELL학생들이 
유창한 모국어로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등학교 카운슬러에게 문의하십시오.

진학/ 진로 정보 센터  
학교는 재정 지원, 아르바이트, 자원봉사 
기회 등과 같은 고등 교육 이후의 교육 및 
직업 결정에 대해 정보가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훌륭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댄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댄스 파티를 
주최합니다. 홈커밍은 가을에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행사이지만, 보통 
여학생은 짧은 드레스를 입습니다. 이 
행사는 풋볼 경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TOLO는 전통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데이트 파트너 신청을 하는 
봄 댄스 행사입니다. 항상 재미있는 
테마가 있어서 학생들은 코스튬을 
입습니다. 그리고 학년 말에 격식을 갖춘 
행사인 프롬이 있습니다. 이때 여학생은 
긴 드레스를 입고 남학생은 턱시도를 
입습니다. 
마약 금지 구역  
이사콰 학군의 학교들은 이사콰시와 
킹 카운티에 의해 설립된 마약 금지 
구역으로 보호됩니다. 마약 금지 구역은 
지정된 학교, 스쿨 버스 정류장, 또는 
공원으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서 규제 
약물을 밀매하다 적발된 모든 사람에 
이중 처벌을 가합니다. 

괴롭힘, 위협 & 따돌림
학생이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 
혈통, 성별, 성적 취향 또는 장애로 인해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 해당 학생은 즉시 
해당 사건을 교사, 카운슬러나 학교 
행정관리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규정 
#3207의 전체 사본은 학교나
http://www.issaquah.wednet.edu 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GIBSON EK 고등학교   
2016년 9월에 개교한 이사콰 학군의 
가장 최신의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즉시 사용 가능한” 학습 방법을 
배우도록 권장하는 빅 픽쳐 학습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일반 고등학교 수업 대신 
신중하게 선택한 프로젝트를 통해 
배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학습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학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www.gibsone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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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의류 
& 학용품 지원

간식 프로그램 - 간단한 
아침식사나 간식 옵션을 
제공하는 학교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보건 
교사, 교사, 카운슬러에게 
문의하십시오. 

무료 및 할인 급식 등록 http://
www.issaquah.wednet.edu/
district/departments/operations/
foodservice. 자격 대상이 
아니어도, 재정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425-837-5060
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십시오. 

방학 점심 프로그램 및 주말 
파워 팩 - 이사콰 푸드뱅크에 
문의하십시오 :https://www.
issaquahfoodbank.org/special-
programs/ 또는 425-392-
4123 (내선16).
의류 옷장 - 각 고등학교에서는 
새 옷이나 깨끗하게 사용한 
헌 옷을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카운슬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사콰 
푸드뱅크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의류를 제공합니다 https://
issaquahfoodbank.org/. 

Tools 4 School - 봄/여름에 
등록하시면 8월에 배낭과 
학용품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과 기타 세부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www.isfdn.org/tools4school. 
학교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밴드 악기 -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무료 또는 
할인된 대여 비용으로 밴드 
악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밴드 선생님에게 문의하십시오. 

턱시도와 티아라 - 이사콰 학군 
고등학생들이 댄스파티를 
위한 드레스, 턱시도, 신발, 
장신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행사입니다.

학업 지원
방과후 학업 지원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프로그램은 학년 수준, 학교 
건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선생님에게 질문, 숙제, 컴퓨터 
사용을 할 수 있고, 중고등 
학생은 무료 방과후 활동 후에 
스쿨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학교 사무실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멘토링 프로그램 – 학군VOICE 
멘토 프로그램은 학생을 위한 
멘토를 일대일로 제공합니다. 
자격 여부를 교사나 학교 
카운슬러에게 문의하십시오.

PSAT/SAT/AP/IB 시험을 
위한 장학금 은 고등학교에서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 교 회 계 담 당 자 에 게 
문의하십시오. 
현장학습, 체육복을 위한 
장학금, 또한 학년말 앨범, 댄스 
티켓, 시니어 파티등을 위한 
장학금이 제공됩니다. 학교 
회계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학업 보조금 이사콰 학교 
재단에서는 과외와 외부 학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ttps://isfdn.org/our-
purpose/advancing-academic-
a c h i e v e m e n t 5 / s t u d e n t -
academic-grants/

그 외 지원  
학교 카운슬러  각 학교에는 
학생의 학업 및 정서 건강을 
돕는 카운슬러가 있습니다. 
https://www.issaquah.wednet.
edu/family/counseling-services.

방과 후 프로그램(BASC) 재정 
지원(K-8) 이사콰 학군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제공됩니다. 
신청서 요청은 425-837-5080 
으로 문의하십시오.
성적 증명서 번역- 이사콰 
학교 재단의 컬추럴 브리지 
프로그램에서 성적 증명서 
번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culturalbridges@isfdn.org 로 
문의하십시오.
시력 검사는 학교에서 합니다. 
추가 시력 검사나 안경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 보건 
교사에게 연락하시면 무료 
또는 저비용의 안경 및 검안 
예약이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는 학생들의 필수 
보건 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간호사 보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는 보건교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많은 학교는PTSA/PTA 앤젤 
또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참고하십시오: 
h t t p s : / / w w w. i s s a q u a h w a .
gov/268/Human-Services.

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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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콰 학교 재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425-391-8577로 문의하십시오.

isfdn.org

모든 학생과 학교의 성공을 후원합니다.

1987년에 설립된 이사콰 학교 재단은 우리 지역 사회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학업 지원, 기본 
학생 필수품, 정신 및 행동 건강, 학생과 교사를 위한 보조금, 
STEM 및 로보틱스, 지역 봉사 활동 등에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변화하는 학습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이 학업에 필요한 것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기부하시거나 
봉사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