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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 주세요.

변화란 항상 쉬운것 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볼수 있게 해주죠.  같은 맥락에서 
저희 컬츄럴 브리지즈(Cultural Bridges )잡지도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저희 잡지는 한학기에 3번 발간할 것 
입니다.  여름기간에는 학부모들을 위한  레퍼런스 
가이드를 출판할 것입니다

이번호에는 사마미시 도시에 관한 정보와 
유치원에 관한 자세한 정보,”스몰 모먼트(Small 
Moment)”라는 새로운 섹션을 추가 했습니다.  이런 
변화로 저희 잡지가 더 많은 가족들에게 다가가고 
무엇보다도 많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몰 모먼트(Small Moments)” 섹션을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사연도 보내주세요. 미국에 거주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은 누구나  참가 하실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으로 인해 많이 배웠다거나 
새로운 것을 접해서 고민했던 에피소드나 사연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위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희에게 여러분들의 
사연 (480자 이내)을  culturalbridges@isfdn.org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사연은 저희가 개별 통보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잡지에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4개국어로 디스트릭트 학교일정을 싣었으며 
건강한 아침식사 메뉴 아이디어와 레시피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마가리타 리아스와 마리솔 비셜

사진 Vaclav Mydlil

이사콰 학교 재단

Cultural Bridges
Issaquah Schools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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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 디스트릭트 일정

9월 1일: 개학일

9월 5일: 노동절
         학생및 교직원 휴교

10월 10일: 교사 직무일
        학생 휴교

11월 11일: 재향군인의  날
        학생및 교직원 휴교

11월24-25일: 추수감사절
         학생및 교직원 휴교

12월7-8일:  초등학교 컨퍼런스
         초등학교만 휴교

12월21일-1월2일:첫 겨울방학
        학생및 교직원 휴교

1월16일:  마틴 루터 킹 기념일
         학생및 교직원 휴교

1월30일 : 교사 직무일
         학생 휴교
2월 20일:  대통령의 날
2월 20-24일: 두번째 겨울방학
         학생및 교직원 휴교

4월 10-14일: 봄방학
           학생및 교직원 휴교

5월 29일: 전몰장병 추모일 
         학생및 교직원 휴교

6월16일: 방학식(학교 마지막 날)

기상 악화로 인한 보충 수업일

기상 악화로 휴교할 경우 학기중 6월에 보충 
수업일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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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에이지 케어(School Age Care) 프로그램은K-5
학년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수업 이전의 오전과 정규수업 
후에 진행되는 돌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사콰 
학군의 15개 초등학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새로운것들을 접하게 하도록 격려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사회적, 감성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엑티비티를 제공합니다.

임펙트(!MPACT)는 6학년에서 8학년 학생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학생들은 친구들과 교제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흥미롭고 새로운 취미활동을 접하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을 표현할수 있게 됩니다.
임펙트(!MPACT)는 취미가 자주 바뀌는 중학생을 위해 
고안된것으로 항상 새롭고 흥미진진한 활동들을  제공합니다. 
이사콰학군은 휴교기간 동안에도 종일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초중등학생을 위해 8주간  종일반 썸머캠프도 제공합니다. 

방과 전후 프로그램 
(Before and After School Care (BASC Program) )

학생들이 학교에 도착해서 배가 고플 경우에는 학교 간호사나 카운슬러를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카카카카카 카카카카 카카카 카카카 카카카카.

알고 계십니까?

스케줄 변경
T방과 전후 프로그램의 스케줄 변경을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하세요. 

Colleen Carroll, 425-837-5080               
        carrollc@issaquah.wednet.edu

   스케줄 변경은 매달 20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10월 1일부터 참여를 원하시면 9월 
20일이내에 스케줄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 요금 2016-2017

*요금은 학기동안 178일로 한달 정액제입니다.

스쿨에이지 케어(SCHOOL AGE CARE) (K-5학년) 요금 임펙트( !MPACT )(6-8학년) 요금

등교시간이 이른  학교 등교시간이  늦은  학교

방과 전후/ 주 5일, 월 $515 방과 전후 주5일,월  $515 방과후 주 5일 월 $240

방과 전후/ 주 3 일, 월 $420 방과 전후/ 주 3일,월 $420 방과후 주 3일 월 $150

방과 전후/  주2일, 월 $360 방과 전후/ 주2일,월 $360 방과후 주 2일 월$105

방과 전/ 주 5일, 월 $245 방과 전/ 주5일,월 $300

기타 요금
늦게 픽업시 요금 $3.00/분

휴교및 여름방학기간 $50/ 일

방과 전/ 주 3일, 월 $170 방과 전/ 주 3일,월 $205

방과 전/ 주2일, 월 $150 방과 전 / 주2일, 월$175

방과 후/ 주 5일, 월 $415 방과 후/ 주5일, 월 $360 

방과 후/ 주3일, 월 $280 방과 후/ 주3일, 월  $245 

방과 후/ 주 2일, 월  $230 방과 후 /주2일, 월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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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콰 유권자들은 지난 11월 선거투표의 일환으로5천만 달러의 학교채를 결정할것입니다. 승인될경우 공시가 50만달러 집의
경우는 추가 재산세가 일년에 165달러를 넘지 않을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아래의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설문조사로 시작하여 오픈하우스, 소셜미디어, 온라인 중재 등의 광범위한 공공절차를 통해 
결정된것입니다.

2015년 후반기에 이사콰시 시장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필요한 교통 프로젝트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2016년 

6월에 시의회는 추천된 프로젝트를 아래의 4개 프로젝트로 좁혔습니다: East Sunset Way, Newport way- 54th Street to State Route 
900, Newport Way – Maple Street a Sunset Way and Providence Point Signalization. 

이 프로젝트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이사콰시 웹사이트(http://www.ci.issaquah.wa.us )를 방문하시고 and  “고 이사콰
(Go Issaquah!)”를 찾아주세요.

이사콰시 이벤트:
10월 1, 2일  토/일요일,  오전 10시- 오후 6시: Salmon days(연어 축제), 이사콰 다운타운.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2:30 -5:30 : Zombie Walk(좀비웍), Historic Shell Station, 232 Front St N.
11월 26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5:00: 샵 로컬 이사콰(Shop Local Issaquah), 이사콰 다운타운.
12월 15일 목요일, 저녁 6:00-7:00: Holiday Caroling(성탄절 캐롤), Historic Train Depot.

이사콰시
교통개선 프로젝트

사마미시시
거주민을 위한 서비스:
사마미시시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거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마미시시는 
지방세를 경쟁적 절차를 통해 선별된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적정한 가격(소득대비하여 적은비용 또는 무료)에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보통 2년동안 시로 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사마마시 예술박람회(The Sammamish Arts Fair)는 이스트사이드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벤트중의 하나이며, 
이번에는 배심원이 선정한 최고의 지역 아티스트들이 참가합니다. 이 행사는 남녀노소, 취미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풍부한 
예술경험의 장을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 www.sammamishartsfair.wordpress.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미시시 이벤트:
11월 17일 목요일, 오전10 :00- 오후4:00: 헌혈차(Blood Drive), 사마미시 시청, 801 228th Ave SE, 예약은 1-800-398-7888 으로 전화하세요.
10월 8,9일 토/일요일, 오전10:00-오후 5:00: 사마미시 예술박람회(Sammamish Arts Fair), 사마미시 시청.
10월 31 월요일, 오후 3:00 -4:30: 할로인 이벤트(Halloween Happening), 안전한 실내 트릭/트릿 모험, 사마미시 시청.
12월 2일 금요일, 오후 5:00 -7:30: 크리스마스 이벤트(Very Merry Sammamish), 사마미시 전등 이벤트, 사마미시 시청과 플라자.
이벤트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린 핸드로스(Lynne Handlos) ( lhandlos@sammamish.us , 425-295-0584)에게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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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유치원생 부모님들께, 

여러분은 당신 아이의 첫번째 선생님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있죠. 교사는 
부모님들과 파트너가 되어 아이들이 호기심 많고 친절하며 존중하고 책임감 강한 인격체로 성장할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교사는 부모님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며 부모님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집에서도 아이의 
학습준비를 도울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 학교나 교실에서도 참여할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영어를 잘못할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어떻게 도울수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아이들은 학교에 부모가 와서 도와주는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참여를 권장합니다.

우리 모두는 배움의 여정이라는 한배를 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시간을 내서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 말 많이 하기. 아이들과의 대화는 어휘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모국어와 영어).
• 책 읽어주기, 특히 모국어로. 
• 도서관가서 책 빌리기  
• 놀아주기: 보드게임, 카드게임.
• 공원에 가기: 뛰기, 기어오르기, 공 던지기.
• 도시락 싸서 공원에서 피크닉하기, 하이킹하기. 
• 같이 요리나 베이킹하기, 편하게 시간 즐기기.  같이 요리해서 먹기.
• 아이가 숙면을 취하는지 확인하기.  유치원생은 하루에 10-12시간 숙면 필요.  에너지가 넘쳐 
보이는 경우, 수면이 더 필요없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피로하다는 싸인일수도 있습니다.
• 과일과 야채를 포함한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 호기심이 많은 아이는 멋진 장난감이나 게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물, 흙, 돌맹이를 가지고 노는것 
만으로도 행복해 합니다.

학교에서: 

• 담당교사에게 어떻게 도울수 있는지 여쭤보세요. 아이와 일대일로 도와주는 것이 불편할 
경우에는 다르게 도울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세요. 교제 복사, 스태이플하거나, 학습준비물을 
준비해주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 자녀반 학급에 아트도선트(Art Docent )프로그램 보조교사로 자원봉사 하세요. 수업을 진행할 
필요는 없지만, 도우미로 봉사하면 됩니다. 아이들은 봉사하러 온 당신을 너무 좋아합니다. 또한 
아이들 학급 친구와 동료 학부모를 알게되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 PTA에 참가하세요. 학부모와 교사 연합조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전반 상황에 대해 알려줍니다. 
• 학교 이벤트에 오세요. 많은 학교 이벤트는 PTA 
협찬으로 이루어집니다. 책 박람회(Book Fair), 
아이스크림 사교(ice cream social), 다문화의 
밤(Multicultural night), 가을 축제(Fall Festival), 
(영화의 밤)movie nights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제인 브래머
영문학 석사
국가위원회 교원자격증
유치원 교사
이사콰 벨리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드리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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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용어: 축약어의 원래 의미: 정의:

LAP Learning Assistance Program K-4 학생 중 추가로 읽기를 
도와주는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MERLIN Mind Education Left Right Integration 3-5 학년의 우수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Apollo 와 Endeavour 
초등학교에서 한개의 반을 
만들어서 따로 수업을 한다.

PEP Primary Enrichment Program K-2 의 우수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햄. 해당 학생은 각자의 
교실에서 필요한 수업을 받거나 
추가 보충수업을 받는다.

SAGE Special Approach to Gifted Education 3-5학년의 우수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Sage Reading
(읽기)에서는 각자의 
교실에서 학생의 레벨에 맞는 
어드밴스드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받는다.  Sage Math(수학)에서는  
각자의 교실에서 지도를 받으며 
Sage 전담 교사로 부터 각자의 
레벨에 맞는 수업을 받는다. 

Science Tech Choice Program 4-5학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과학과 테크날리지에 중점을 둔다. 
Briarwood, Cascade Ridge, Clark 
초등학교에서 
실행하며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신청을 통해 전학할수 있다. 
추첨을 통해서 결정된다. 

Title 1 Reading/ Math K-5를  위한  읽기(혹은 수학)를 
도와주는 연방정부 프로그램

Enews, 이뉴스
이사콰학군 웹사이트로 가서 이뉴스를 찾아 보시면 자녀 
학교에 관한 뉴스를 볼수있으며 혹은 아래의 링크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링크: http://www.issaquah.wednet.edu/news/ENews
아래 사항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름:
성:
이메일 주소:
원하는 이뉴스를 선택하여 제출(Submit)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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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콰 학군의 타이틀 1, 파트 A(Title 1, Part A )프로그램은
영어능력이 표준 미달인 학생들에게 보충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수학 보충교육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런 학생들을 빠른 시일내에 
학과 표준을 따라잡게 도와주는것 입니다. 

무료및 할인 점심 혜택을 받는 학생 수가 디스트릭트 평균보다 
많은 초등학교는 이런 학생들을 지원하기위해 타이틀1, 
파트A지원금을 받습니다. 이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양한
 결정척도를 통해 선정되어 지원을 받습니다.  MSP 성적, 
스탠다드10(Standard 10)성적,  폰타스앤피넬(Fountas and Pinnell)
읽기 성적과 담당교사의 평가를 통합하여 도움이 제일 
많이 필요한 학생의 순서대로 리스트를 만듭니다.  타이틀1, 
파트A 프로그램은  리스트 순서 1번 부터 프로그램 혜텍이 
갑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그 다음 순번의
 학생이 서비스를 받습니다.  타이틀 1 프로그램에 선정된 학생은
 최고의 자격으로 인정된 선생님들과 소그룹 형태로 지도를 받습니다.

Tittle 1 교사로 부터

학부모님께,

여러분의 아이가 타이틀1(Title 1)이나 랩( LAP)프로그램으로 읽기
보충교육을 받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타이틀(Title 1) 이나
랩(LAP)교사들은 학생들의 읽기나 수학공부에 박차를 가하고
 아이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부모님들과 파트너가 함께 일하고자
 합니다. 이런 교사들은 읽기와 수학에 더 많은 시간이나 연습이
 필요한 아이들의 기초실력을 다질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몇달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떤 학생은 일년동안 지도를 받습니다. 학생들은 
보통 이런 교사들과 공부하는것을 좋아하죠. 소그룹 형태로 
각자의 수준에 맞는 개별지도를 받고, 읽기와 수학 실력을 
단시간내에 향상시킬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죠.

읽기나 수학 담당교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아이들에 관한 
궁금증이나 염려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메일, 전화, 일대일
 면담등으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혹시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는 학교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동역라인(Language 
Line)으로 통역사를 전화로 연결하여 의사소통을 도와드립니다. 
전화를 연결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날에 오시기 바랍니다. 타이틀1  학교는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위해 
학부모 혹은 가족의 밤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자녀의 담당교사와
 일대일 면담을 할수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녀들이 현제 어떻게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알게되며 필요한 조언도 얻을수 있습니다.

저희와 소통해 주실것을 믿으며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아이들의 성장을 도울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진심으로,

제인 스캇(Janet Scott)
Title 1/LAP Reading Teacher(읽기 교사)
Issaquah Valley Elementary(이사콰벨리 초등학교)

타이틀(Tittle 1)프로그램

보이스 멘토 프로그램(VOICE Mentor Program)은 커뮤니티 멤버와 
이사콰학군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짝을 지워주는 
학교 자원봉사자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보이스(VOICE) 
자원봉사자들은 학기동안 일대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일주일에 한 시간씩 도와준다.  자원봉사자들은 사회적응을 
도와주는 멘토역할을 하며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해주기도 하며 
특정 과목의 공부를 도와주기도 한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의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되시면,
 초등학교 담당교사나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 카운스러에게 
연락하세요. 학교 교직원들이 가능한 보이스(VOICE)멘토를 
찾아서 짝을 지어줍니다.

더 나아가 저희는 영어외 다른 언어 사용이 가능한 멘토를 찾고 
있습니다. 이중언어 가능한 분 중에서 학교생활 전반이나 
학과공부를 도와줄수 있는 멘토를 환영합니다.

보이스 멘토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웹사이트를 찾아주시거나

웹사이트: VOICEMentorProgram.org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세요.

수잔 걸크(Susan Gierke) , 테레사 프레틀(Teresa Bretl) 
at 425-391-8557 

VOICE Mento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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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3센트도 안되는 돈으로 아이들의 학교를 변화시킬수 있습니다.

5가지 이유:

1. 아이들 학교에 중요하다.  PTA는 교사와 교지원을 지원하며 학교에
따뜻하고 격려하는 분위를 조성한다. 주정부의 예산절감으로 
학교들의 학부모 그룹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2.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참여도가 
높은 아이들의 성적이 더 좋으며 징계 받는 경우도 적다고 한다
3. 당신이 바꿀수 있다. PTA에 자원봉사함으로서 당신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능한한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게 된다.
4. 시간이 자유롭다.  PTA 는 변화하는 학부모의 필요에 맞춰서 
개선되고 있다. 당신의 스케줄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참여가능하며 다양하게 도울수 있는 일들이 많다.
5. 모든 학부모에 해당한다.  당신의 목소리와 의견이 중요하다! 
당신이 의견을 말해야 변화가 가능하다. 당시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는 당신의 아이및 학급 친구들의 교육환경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자원봉사 신청 시스템(Volunteer Application System)

학교 이벤트에 자원봉사를 원하면 자원봉사 신청시스템을 통해야 
한다. 
학교행사에 참여를 원하거나 자원봉사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해야한다.

자원봉사 신청 시스템을 작성하는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더이상의 서류작성은 필요없다! 인터넷에서 다음의 링크를 찾는다: 
https://issaquahvolunteers.hrmplus.net/
2. 모든 정보을 입력하고 운전면허증를 업로드한다.
3. 신분검사를 마치는데 까지 적어도 7-10일 정도 걸린다.
4. 매년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5. 여러 학교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나요? 이사콰학군내에서는 일년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중앙정보 시스템이라 일년에 한 번 
신청하면 어떤 학교나 어떤 부서에서도 자원봉사가 가능하다.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는 일년에 한 번 있습니다. 담당교사와 일대일로
 상담하며 교사에 대해서 알수 있는 기회입니다. 컨퍼런스 전에 미리
 궁금증이나 알고 싶은것들의 리스트를 만들어가면 좋습니다. 

올해는 12월 7,8일날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아이들 폴더의
메세지로 어떻게 상담시간을 신청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컨퍼런스를 신청하려면 스카이워드(Skyward) 로 가셔야 합니다. 로그인은 
성의 처음 5자에 이름의 처음3자를 덧붙인후 000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Rosario Martinez Login: MARTIROS000

패스워드를 모르실 경우, 학교비서에게 연락하면 새로운 패스워드를
만들어줍니다.

일단 Skyward에 로그인 하신 후:

1. 왼쪽에 있는Teacher Conferences 탭을 선택하세요. 
2. 교사가 컨퍼런스 시간을 정했을 경우는  All Conferences를 눌러주세요. 
3. Select a Time  을 선택하셔서 상담가능 시간대를 확인합니다.
4. 원하는 시간대를 Select 를 클릭하여 선택하세요. 

주의사항: 모든 보호자가 같은 시간대에 올수 있다면 보호자중 한사람만 
컨퍼런스 시간을 신청하면 된다. 혹시 보호자중 한 명이 다른 상담 시간을 
원한다면 , 페밀리 엑세스(Family Access)로 가서 다른 시간대를 선택하면
된다. 

5. 컨퍼런스 정보를 다시 확인한 후, 저장( Save )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도 학부모 교사 연합(PTA)에 참가할수 있습니다.

Parent Teacher Conferences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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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이벤트 일정

10월 7일 금요일, 오후6시-8시:  아폴로 초등학교 “ 매트 패밀리 펀 나잇(Math Family Fun Night)”.
10월 7일 금요일:  챌린저 초등학교 “ 칼라 펀 런(Color Fun Run)”.
10월 7일 금요일, 오후 6:30 -8:30:  메이플힐즈 초등학교 ” 폴 댄스(Fall Dance in the MP Room)”.
10월 10일 월요일:  전학교, 교사직무일- 휴교.
10월 13일 목요일:  아폴로 초등학교 시각/청각 검사.
10월14일 금요일:  브라이어우드 초등학교 시각/청각 검사.
10월 14일 금요일, 오후 6:30 시-9:00시:  서니힐즈 초등학교 “스푸키 스파케티 나잇(Spooky Spaghetti Night)”.
10월 19일 수요일:  디스커버리 초등학교”페밀리 리터러시 나잇( Family Literacy Night).
10월 21일 금요일:  아폴로  초등학교 리플렉션(Reflections) 참가 마감일.
10월 21일 금요일:  쿠거리지 초등학교 시각/청각 검사.
10월 25-26일 화 /수요일:  그랜드리지 초등학교 시각/ 청각 검사
10월 26일 수요일:  인데버 초등학교 “스푸키 스파게티 나잇( Spooky Spaghetti Night)”.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6시-8시:  쿠거리지초등학교 “스푸키 스파게티 나잇(Spooky Spaghetti Night).
10월 27일 목요일, 오후 6:30 -8:30 :  전학교, ”What Every Parent Wants to Know about the American School 
System(  모든 학부모가 알고 싶어하는 미국 학교 시스템)”  이사콰벨리 초등학교, 555 NW Holly Street,  중국어, 
스페인어와 한국어 통역사 주재.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6:00 -8:00 :  그랜드리지 초등학교”폴 오 윈(Fall-O-Ween)”.
10월 8일 금요일:  이사콰벨리 초등학교 “폴 펀 페어(Fall Fun Fair)”.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3:00 :  브라이어우드 초등학교 “리플랙션( Reflections)” 참가 마감일.
11월 9일 수요일:  이사콰벨리 초등학교 “리플랙션 시상식(Reflections Awards Ceremony) ,”핸즈 온 아트 나잇
(Hands on Art night)”.
11월 16일 수요일, 오후6:00 -8:00 :  디스커버리 초등학교 “ 다문화 박람회(Taste of Discovery/Cultural Fair).”
11월 11일 금요일:  전학교, 재향군인의 날, 휴교.
11월 23일 수요일: 전학교,스캉이워드(Skyward)로 성적표 확인가능. 
11월 24-5일 목/금요일:  전학교, 추수감절-휴교.
12월 2일 금요일, 오후 6:00 -8:00:  아폴로 초등학교 “폴라 익스프레스 페밀리 펀 나잇(Polar Express Family Fun
Night)”.
12월 7-8일 수/목요일, 오전 8:30 -오후3:30 전학교, “학부모/교사 컨처런스(Parent-Teacher Conferences)”
학생 휴교.
12월9일 금요일: 브라이어우드 초등학교 ”다문화가족의 밤(International/Culture Night)”
12월 15일 목요일:  이사콰벨리초등학교 ”홀리데이 합창(Holiday Ch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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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당신의 하루를 좌우합니다. 이것이 아침식사가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침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데 꼭 필요한 연료니까요.

아침식사는 밤 동안의 공복기을 거친 몸과 뇌에 연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브렉퍼스트( Break:깨다, 부수다, fast:공복, 속을
비우다)는 공복을 깬다라는 의미에서 온 것입니다. 아침식사를 거르는 것은 마치 기름 없이 달리려고 하는 차와 같습니다.

확력을 주는 아침식사를 위한 5가지 스텝:

1. 서두르지 마세요, 앉아서 적어도 15-20분 동안 즐기며 먹기.
2. 저당( 한 끼에 8g 한도 내에서) 음식 먹기, 설탕은 체내에서 빨리 분해되어 더 빨리 공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3. 두 끼 정도의 야채 먹기, 야채는 섬유질과 비타민들이 풍부하며 매끼 식사에 포함하도록 노력하기.
4. 아침식사전에  큰 유리컵 2잔의 물 마시기,  물은 신진대사 활동을 촉진시키고 수분 보충를 해주고 몸에서 독소를 빼주는데 도움이 된다.
5. 양질의 단백질 섭취하기, 단백질은 장기간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모두를 위한 건강한 아침식사

요거트에 이것 저것 올려 먹기

• 플레인 요거트
• 잼
• 꿀
• 토스트한 알몬드나 피스타시오-굵게 자른것

방법: 위의 모든 재료를 그릇에 담아 섞어주기

피자 아침식사

• 통밀 잉글리시 머핀
• 토마토 슬라이스
• 잘게 부슨 치즈
• 계란 후라이한것
• 곱게 썬 바질

방법:  브로일러 켜기.
 머핀을 반쪽으로 가르기.
 토마토 슬라이스를 한 쪽 머핀위에 올리고 잘게 부순 치즈 올리기.
 다른 한 쪽 머핀으로 덮어주기.
         머핀을 베이킹 팬에 올리고 브로일러에 넣기.
 머핀이 갈색으로 변하고 치즈가 녹으면 오븐에서 꺼내기.
 위쪽에 머핀을 들어 올리기.
 계란 후라이와 바질 올리기, 위쪽 머핀으로 덮어주기.

아침식사 스무디

• 냉동 베리나 과일
• 코코넛 물
• 물
• 요거트
• 냉동 바나나
• 아마씨나 견과류 – 옵션

방법: 위의 모든 재료를 믹서에 넣고 덩어리 없이 부드러워질때 까지 갈아주기.

쉽고 활력넘치는 아침식사 아이디어

마리솔 비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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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서 사용하는 용어: 축약어의 원래 의미: 정의:

ASB Associated Student Body 학생회. 학생들을 위한 이벤트나 
할동을 진행한다

Advanced Classes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울수 
있는 수업으로 학생의 선택여부에 
의한다.

ELD class English Language Development class ELL(영어을 배우는 자) 학생을 
위한 수업으로 ELL교사가 
지도한다. ELL교사는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특별 지도 한다.

Elective 선택 과목. 필수 과목 신청후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 신청 
가능(음악이나 아트 등 )

Extracurricular 정규수업이외의 활동으로 학교의 
지원을 받으며 유료일 경우도 있다.

Independent Health and PE 8학년생이 정규수업일을 제외한 
시간에 Health and PE 학점을 
받기위해서는 2년동안 공인된 
선택과목을 들어야만 
신청가능하다,

Walkabout 학교 내부를 순찰하면서 학생들을 
지원 관찰하는 자원 봉사하는 
학부모.

이사콰 중학교

새로 건축된 이사콰 중학교는 최근 
재건축된 이사콰 고등학교의 북쪽에 

위치하며 6-12학년까지 9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수 있는 54에이커 부지에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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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출석

매일 정시 출석은 아이들의 성장에 아주 중요합니다. 워싱턴주 법에 따르면, 등록된8세 이상 학생의 부모는 
학생의 출석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제대로 출석할수 있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와주세요.

면제된 결석은 다음을 포함한다 : 질병/건강, 종교적 의식 준수, 학교가 인정한 활동, 위급한 가족 문제, 법에 
규제된 징계조치, 교장의 인가를 받은 가족여행. 면제된 결석을 할 경우, 학교에 오전 7시 10분까지 알리며, 
학부모및 학생 이름, 학년, 결석의 이유를 제공한다.

학생이 면제된 결석문서를 제출시, 담당교사는 보충숙제를 줌과 동시에 이를 할수있는 적당한 시간을 허용한다. 
학생은 빠진 수업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보충수업은 미리 주어지지 않는다.

매일 출석과 수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배움의 과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므로 결석시, 학점이나 성적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면제된 결석을 통보할때는 학교 출석라인에 전화을 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학생 이름
• 학반(선생님 이름과 학년)
• 결석 이유

출석에 관한 각 학교 연락처:

비버레이크: 낸시 프란시스(Mrs. Nancy Francis) 425-837-4157 francisn@issaquah.wednet.edu
이사콰: 출석 사무실, 425-837-6800 로 전화하여3 누르기.
메이우드: MaywoodAttendance@issaquah.wednet.edu 로 이멜일 하기
퍼시픽케스케이드: 출석라인:  425-837-5906, 이메일: BoatrightJ@issaquah.wednet.edu
파인레이크: 출석라인:  425-837-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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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팀은 이사콰학군내의 다른 팀들과 경쟁한다.
 
스포츠팀에 참가하기위한 필요 요건:

1. 통과가능한 성적 유지, 모든 수업에 학점 따기 (적어도 4개 수업에 등록하기).
2.  총GPA 2.0 이상으로 유지하고 낙제가 없어야 한다.
3. 모든  벌금을 납부.
4. $25짜리 ASB 엑티비티 카드(ASB Activity Card) 구매.
5. 스포츠 시즌마다 $5의 참여요금을 내거나 (일년에  최고 $150불 내에서), 교내만의 스포츠(잼보리)일 경우 각 스포츠당 $2 을 낸다.
6. 매년6월 15일 이후에 한 최근 신체검사를 완료한다. 신체검사는 12개월동안 유효한다. 
매년  스포츠에 참가하기 전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7. 신체검사 서류(physical examination form), 응급의료에 관한 서류(medical emergenc form), 
코치 기밀 응급서류(Coach’s confidential Emergency form)를 포함한 모든 스포츠 
등록서류를 작성하여 스포츠 담당직원(Athletic Secretary)에게 제출한다, 학교 웹사이트나 
학교 사무실에서 서류를 찾을수 있다.
8. 이사콰학군 학생 아틀레틱 핸드북을 따를것에 대한 동의서에 싸인한다.

학사 경고(ACADEMIC PROBATION)

• 현재 시즌에 스포츠팀의 선수로 활동하기 위해서 학생은 모든 교과목에서 통과가능한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  스포츠 시즌이 시작하기 10일 전에 성적을 확인한다.
• 만약 학생-선수가 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는 점수를 받는다면, 성적 평점에 상관없이 해당 
학생-선수는10일 동안 학사경고를 받게 된다. 학생-선수는 계속해서 스포츠 연습에만 
참가할 수 있으나 이 기간동안 어떤 대회에도 참가할수 없다. 성적은 학사경고 마지막날에 다시 확인된다. 
• 헤드코치가 학과공부와 징계사항을 재검토 하여, 학생-선수의 스포츠 참여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학생이 계속해서 낙제하거나 징계조치 추천을 받을 경우는 남아있는 시즌 동안 어떤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재정지원: 장학금 서류는 학교 사무실에 있습니다.

시즌1 시즌 2 시즌 3 시즌 4 

9월 12일-10월 27
11월 7일-1월 19일  

(스포츠 서류신청기간: 
10/24/16-11/4/16)

1월 31일-3월 31일  
(스포츠 서류신청기간:  

1/17/17-1/27/17) 

4월 3일-6월 1일
(스포츠 서류신청기간: 

3/20/17-3/31/17)

Volleyball, Cross 
Country, Softball

Wrestling, Girls 
Basketball

Soccer, Boys Basketball Track

중학교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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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이벤트 일정

10월 3일 월요일, 오전7:40-10:40: 비버레이크 중학교, 시각/청각 검사.
10월 6일 목요일:  이사콰 중학교 사진 재촬영
10월 7일 금요일, 오전7:40 -12:00 :  비버레이크 중학교 사진 재촬영
10월 10일 월요일: 모든학교, 교사 직무일-휴교.
10월 20일 목요일, 오후6:30:  이사콰 중학교 코러스 콘서트
10월 27일 목요일, 오후6:30-8:30: 모든 학교 “What Every Parent Wants to Know about the American School 
System (학부모가 알고 싶어하는 미국 학교시스템에 관한 모든것)” 이사콰벨리 초등학교, 555 NW Holly Street,  
중국어, 스페인어, 한국어 통역 가능.
10월 28일 금요일, 오전7:40 -8:40:  비버레이크 중학교, 어셈블리(아침조회), Recognition.
10월 31일 월요일:  비버레이크 중학교 스피릿데이(Spirit Day), 할로윈.
11월 2일 수요일, 오후7:00-8:00 :  비버레이크 중학교 오케스트라 콘서트.
11월 7일 월요일: 이사콰 중학교, 7학년 시각/청가 검사 기간 2-4
11월 8일 화요일:  이사콰 중학교  어셈블리(아침조회), 미 재향군인의 날.
11월 10일 목요일, 오전7:40-8:40:  비버레이크 중학교 어셈블리(아침조회), 미 재향군인의 날.
11월 11일 금요일:  모든 학교, 미 재향군인의 날-휴교.
11월 16일 수요일,오후7:00-8:00:  비버레이크 중학교, 가을 밴드 콘서트.
11월 19일 토요일, 오후2:00- 6:30:  이사콰 중학교, 연극프로덕션(Theatre Production). 
11월 22일 화요일,오후 6:30:  이사콰 중학교  밴드 콘서트.
11월24-2일 목.금요일: 모든 학교, 추수감사절-휴교  
11월 29일 화요일, 오후 6:30:  이사콰 중학교, 오케스트라 콘서트
12월 2일 금요일, 오전10:25:  모든 학교, 조기 하교, 성적표 작성을 위한 반종일 수업
12월 6일 화요일, 오후6:30:  이사콰 중학교, 코러스 콘서트.
12월 7일 수요일, 오후7:00 -8:00:  비버레이크 중학교, 겨울합창콘서트(Winter Choir Concert).
12월 8일 목요일:   이사콰 중학교, 8학년 사진촬영.
12월 20일 화요일:  비버레이크 중학교  스피릿데이(Spirit Day), 드레스나이스(Dress Nice).
12월 21일-1월 2일: 모든 학교, 겨울방학-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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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콰스쿨 파운데이션(ISF)는 학부모, 비지니스,
커뮤니티 멤버의 열정을 학생의 성공을 돕고 워싱턴주에서 
제일 좋은 학군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투자로 전화시키는
연결고리입니다. 당신의 기부금은 모는 학생들의 
학력향샹을 돕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며 미래의 
성공을 위해 한발 더 앞서 가게 합니다. 

Schools Foundation(학교 재단)은 왜 필요한가?

주정부에서 받는 지원으로는 겨우 기본적인 것만 
충당합니다. 워싱턴주의 295학군 중에서 이사콰는 학생당
주지원금면에서 29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기부금은 아주 기본적인 주정부 지원과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자금의 차이를 메꾸어
줍니다. 이사콰학군 자체는 개인적인 기부금 조성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재단이 여기에 개입합니다. 당신의
기부금은 세금공제가 되며 이사콰의 모든 학교를 더 좋은
학교로 변화시키는데 사용됩니다.

학교재단과PTA는 어떻게 다른가요?

PTA는 개별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만 지원합니다. 
학교재단은 이런 개별 학교에 추가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새로은 커리큘럼을 도입하거나 교사들 교육프로그램 같은 
한 학교의 자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을 디스트릭트 
전역의 학교들에게 투자지원 합니다.

조성된 기부금은 어떻게  쓰여지는가?

학교재단에 기부한 기부금은 학생들이 힘들어 할때나, 
성공적 일때나, 그사이에 있던 상관없이 언제나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최신의 STEM 커리큘럼 부터 금융교육, 아트
프로그램,  방과후 투터 등의 프로그램으로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자신만의 진로를 탐색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디스트릭트 전역의 학교에 12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며 여러분의 기부금 없이는 할수 없는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는데 쓰여집니다.

*당신의 기부금은 우수한 학생에게는 필요한 심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Pre-K 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멘토, 투터,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디스트릭트 전역의 학생들에게 흥미진진한 최신 교재를 
제공합니다.
* 굶주리거나 건강하지 않은 아이는 제대로 배울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청소년 발의”(Healthy Youth Initiative)
는 학생들의 성장을 막는 것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 아주 훌륭한 교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기부금은 교사의 
실력을 향상하거나 국가위원회 자격증(National Board
Certification) 을 딸수 있도록 보조금과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쓰입니다.
* 이사콰의 뛰어난 교사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종종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경제적인 지원의 부족으로 
새로운 시도를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도록 교사에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런 혁신적인 
시도는 학교내 뿐만 아니라 디스트릭트 전역 학생들의 
배움을 향상시킬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나요? 다음의 웹사이트를 www.isfdn.org  
방문하셔서 자녀의 학교에 지원되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시고 자원봉사, 기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5 이건 $500 이건 , 어떤 기부금도
환영합니다.

이사콰 스쿨 파운데이션 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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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용어: 축약어의 원래 의미: 정의:

ASB Associated Student Body 학생회. 학생들을 위한 이벤트나
활동을 진행한다.  

AP Advanced Placement Liberty 와 Issaquah High 에 있는 
과정으로 학생들이 대학수준의 
수업을 수강할수 있다. 해당 대학 
혹은  시험결과에 따라서 대학 
학점이 인정되기도 한다.

ELD English Language Development class ELL 학생을 위한 수업으로 ELL 
교사로 부터 영어교육 향상을 위해 
특별 지도를 받는다.

Elective 음악, 아트, 과학, 역사와 그 외 
분야에 관한 코스. 학생은 졸업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이런 
선택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Extracurricular 정규수업이외의 활동으로 학교의 
지원을 받으며 유료일 경우도 있다.

GED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Certificate

고등학교을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GED 테스트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수 있다.

Honors 학생이 선택하여 수강할수 있는 
상급반 수업

새학기 등록시 “동참해요(All In)” 
캠페인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우와,우와! 모든 기부인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 초 
새학기 등록기간 부터 현제까지 캠패인 

목표액의 44%인 516천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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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Associated Student Body) 혹은  (ASB)는 무엇인가 ?
학생회는 전교생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이 그룹을 이끌어갈 대표를 선출한다. 학생회 카드(ASB card)를 구입하면 추가
활동에 참가할수 있다. 

학생회는 학교 전반 활동의 계획에 책임이 있으며 학생회 자금을 감독한다.  학생회는 임원들을 위한 지도 자 
교실(Leadership for Officers class)때는 매일 만나며 학생회는 선출된 임원들, 임명된 임원들, 선출된 반장(class 
president)으로 구성된다. 선출과 임명은 봄에 이루어진다. 학생회에 지도자 자리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학생회 카드를 
구입해야 하며  전학년 평균성적이 2.5 GPA이며 헌법에 의한 임원의 선서에 동의해야 한다. 
 
클라스 협의회(Class Councils)는 한 학년에 하나가 있으며, 학급 활동과 기금모금을 계획하기 위해 매년 설립된다. 
클라스 협의회는 4명의 선출된 임원과 6명의 임명된 대표로 구성되며 한달에 적어도 두 번 모인다. 10,11,12학년의
선거는 매년 봄에 있다. 학생조직에서 하나 이상의 주요직책과 또는 관련 활동을 할수 없다. 임원의 자격도 학생회 
리더의 규정을 따른다.

학생회 카드(ASB Cards): 학생회가 제가하는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학생은 이런 활동에 참가할 자격을
갖기위해서 학생회 카드를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신문, 선수활동, 댄스, 집회(assemblies), 
홈커밍(homecoming), 등의 대부분의 활동은 학생회 자금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학생회 자금의 제일 큰 수입은 
학생회카드 판매로 얻어진다.  학생들은 학생회 카드로 절약할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학생회 카드 구입으로
홈 미식축구 게임, 홈 농구게임, 홈 레슬링 이벤트에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원정 미식축구 게임, 농구, 레슬링 이벤트, 
연극, 댄스, 합창 그리고 밴드 공연등의 수많은 이벤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수 있다. 이 카드는 학기중에 
(행정실)bookkeeper’s office에서 언제던지 구입 가능하나 빨리 구입할수록 더 싸게 구입할수 있다.  학생회 카드는$55
이다.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행정실(Bookkkeper’s Office) 에서 장학금 서류를 작성하고, 지원 학생의 자격이 충분할 
경우 혜택을 받을수도 있다.

 결석, 학교에 출석하는것이 왜 중요한가?

학부모와 학생은 패밀리 엑세스를 통해 학생의 출석여부를 확인해 줄것을 권한다.  그리고 결석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출석 사무실(Attendance Office)로 연락한다. 

HIS(이사콰 고등학교): 425-837-6012 또는 이메일hollingsworthl@issaquah.wednet.edu 
Liberty (리벌티 고등학교): 425-837-4810 또는 이메일powersd@issaquah.wednet.edu
Skyline(스카이라인 고등학교):  425-837-7779 또는 이메일hartmanj@issaquah.wedne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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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은 학업적 성공에 아주 중요하며, 무단 결석은
학교에서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거나 미래의
낙오생을 알려주는 경고표시가 되기도 한다.  학생이 
등교하지 않은경우는 무단 결석자로 간주된다.

워싱턴 법에 의하면 17세 이하의 아이는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를 다니거나 집에서 
교육(homeschooling)을 받아야 한다. 16세 이상의
아이가 일정 필요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립학교를 다닐 임무가 면제된다.

장기 결석은 학기중에 18일 이상 결석한 경우이며
학생의 배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알고 계십니까? 
 • 학생들은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제대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일년에 9일 이상 결석해서는 안됩니다.
• 결석은 학생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있다는
표시일수도 있고 학교 공부가 어려워진다거나,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거나, 또는 잠재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될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는 표시가 될수
있다. 
• 6학년까지 장기 결석은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세가지 싸인중에 하나이다.
• 9학년까지 좋은 출석률은 8학년때의 시험성적 
결과보다 고등학교 졸업을 가늠하는 더 정확한 
척도이다.
• 결석률이 10퍼센트, 학기중 18일에 해당하면 
학생들의 학업적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 학생은 일주일에 1-2일씩만 결석하더라도 장기
결석이 될수 있다.

• 출석은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수 있게 하고 
직장을 계속 다니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인생 기술이다.

학부모:  할수 있는 일:
• 학교 출석을 최우선 순위로 정한다.
•  학교에 매일 출석하는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대치로 정한다.
•  아이가 숙제를 끝내고 숙면을 취하는 등 
하루 일과를 규칙적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
• 치과나 병원 예약은 학교 수업일 날을 피하도록 한다. 
• 아이가 심하게 아픈경우를 제외하고 아이가 
집에 있지 못하도록 한다.  두통이나 복통은 
근심걱정의 표시일수 있다.

학생들에게! 학교 정시 도착을 위해 아침에 일어날
시간에 깨워주는 알람 문자를 받고 싶나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6시 15분에 알람 
문자를 휴대전화로 받을수 있게 신청해요. 
81010번호로  @mrsmaguig라고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세요. 그러면 아침에 알람 서비스를 받게됩니다.

등교시간이 늦은 학교에 다니나요? 월. 화. 목.금요일 
아침 7시에 깨워주는 문자를 받고 싶다면 싸인업 
하세요. 801010 번호로 @latestarta 라고 문자를 
보내세요. 아침에 학교 정시도착을 도와주는 
알람문자를 받게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ospi.org
 www.attendanceworks.org

http://ihsattendance.weebly.com/

무단 결석(Becca Bill) 과 의무 출석

학생들에게! 학교 정시 도착을 위해 아침에 일어날 시간에 깨워주는 알람 문자를 받고 싶나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6시 15분에 알람 문자를 휴대전화로 받을수 있게 신청해요. 
81010번호로  @mrsmaguig라고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세요. 그러면 아침에 알람 서비스를 
받게됩니다.

등교시간이 늦은 학교에 다니나요? 월. 화. 목.금요일 아침 7시에 깨워주는 문자를 받고 싶다면 
싸인업 하세요. 801010 번호로 @latestarta 라고 문자를 보내세요. 아침에 학교 정시도착을 
도와주는 알람문자를 받게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ospi.org

 www.attendanceworks.org
http://ihsattendance.weeb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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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벤트 일정

11월 2일 수요일:  리벌티 고등학교 일사분기 종료
11월 3일 목요일:  스카이라인 고등학교 일사분기 종료.
11월 11일 금요일:  모든 학교, 미 재향군인의 날-휴교.
11월 19일 토요일:  리벌티 고등학교 가을 연극 펄포먼스
11월 24-25일 목/금요일:  모든 학교 추수감사절 -휴교
12월 21일 수요일-1월 2일 월요일: 모든 학교, 겨울방학-휴교
 

칼리지 앤 커리어 센터 ( College and Career Center)는 
학생들과 가족에게 아래의 정보, 자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직업/ 대학 준비에 관한 조언
• 대학 관계자 방문
• 2-4년제 테크니칼 칼리지 카탈로그와 정보
• 군인 대표 방문
• Brown Bag Lunch 프리젠테이션
• 견학
• 장학금 정보
• 학생들을 위한 직업과 자원봉사 기회
• 이력서와 인터뷰
• WaNIC (Washington Network For Innovative Careers)  
혁신적인 직업을 위한 워싱턴 네트워크
• 테크니칼 준비 클라스 정보
• 인턴쉽과 견습생 기회
• 여름 프로그램 정보
• 고등학교와 그 이상의 프로젝트

시간& 예약

• 칼리지 앤 커리어센터는 수업이 있는 날은 대부분 운영합니다.
• 학생: 예약없는 방문도 환영, 이메일해서 예약 가능
• 부모: 부모님들 환영! 이메일이나 전화로 예약해 주세요.

이사콰 고등학교: 

직업 담당자: 샬롯 핸덜선  월화수목 , 금425-837-6172
캐런 스티븐슨 -월화수목 425-837-6003

이메일: ihscollegeandcareer@issaquah.wednet.edu.  

-----------------------------

리벌티 고등학교:
카운슬링 부서장: 로빈 클림, 
klymr@issaquah.wednet.edu 

 425-837-4849 or 425-837-4925 

-----------------------------

스카이라인 고등학교: 
크레슬린 킹 

KingC@issaquah.wednet.edu, 425-837-7869
로라 셜만 

shermanl@issaquah.wednet.edu, 425-837-7898

시간: 월요일-금요일: 7:00 a.m.-4:00 p.m.  1202호

학교의  칼리지 앤 커리어 센터
(College and Career Center)
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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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수영 레슨  줄리어스 보햄 수영장(THE JULIUS BOEHM POOL)에서
 
P = 프리스쿨 레벨 (3-5세)
Y = 청소년 클라스 레벨 ( 6-15세) 최소 클라스 사이즈= 3 명  최대 클라스 사이즈= (P1 - Y4)= 5 명.  (Y5, Y6 과 프리컴
(Pre-Comp))= 7 명.

레슨 회수에 따라 $60-80로 요금이 정해집니다.

프로그램 장학금

팍& 레크리에이션 부서(The Parks & Recreation Department)는 이사콰학군 거주민에게 장학금을 제공할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장학금은 개인, 회사 또는 커뮤니티 그룹으로 부터 받은 귀한 기부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스페인어 조기교육

스페인어 가족을 위한 8주간의 워크샵으로 
재미있고 교육적이며 조기 읽기교육과 학교준비를 
도와줍니다. 0-5세 유아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아이 돌봄서비스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정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9월 – 11월 2016
Bellevue 도서관
1111 110th Ave NE
Bellevue, WA 9800
매주 목요일 6:30 p.m.-8 p.m.
9월 29일
10월 6, 13, 20, 27일
11월3, 10, 17, 24일

플라자 프로그램- 어른들을 위한 스페인어 교실

멕시코 교육부장관이 제공하는 초.중학교 
인증서를 획득할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Bellevue 도서관  / 컴퓨터 랩, Room 6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10 a.m.-1 p.m.

소설 프리젠테이션(Novel presentation) ̈ La Casa de los Secretos¨ by 
Maria de Lourdes Victoria

뉴캐슬 도서관 10월 22일, 오후2시.

도서관 이벤트

가을1 10.2-3 에서 10.26 까지
월&수, 화&목  오전

9:30 월&수P3
9:30 화&목 P2
10:00 월&수 P2 
10:00 화&목P1
10:30 월&수P1 
10:30 화&목P2
11:00 월&화 부모-아이  
11:00 화&목P3
월 & 수
화 & 목 오후
4:00월&수P2, Y2, Y3
4:30월&수 P1, Y1, Y4
5:30 화&목 PSP, P1, P2, Y1, Y2
6:00 월&수 P1, P3, Y1, Y2, Y3
6:00 화&목 P2, P3, Y1, Y2, Y3
6:30 월&수 PSP, P1, P5, Y2, Y4
6:30 화&목 부모-아이P1, Y2, 
Y3, Y4
7:00 월&수 P2, P3, Y1, Y3, Y5
7:00 화&목h P3, P4, Y1, Y3, Y5
7:30 월&수 Y2, Y3, Y4, Y6, 성인
7:30 화&목 성인, Y3, Y5,
Y6,PCSC

가을2  10월 2일 -  10월17일
토요일

*휴강11월12일 & 11월26일
9:00-9:30 a.m. P1, P2
9:00-9:45 a.m. Y1, Y2, Y3
9:30-10:15 a.m. Y1, Y2, Y3 
5:15-6:00p.m. P4, Y1, Y2, Y4
9:45-10:15 a.m. P1, P2
6:00-6:45 p.m. Y2, Y3, Y4, Y5
10:15-11:00 a.m. P3, P4, Y2, 
Y3, Y4
11:00-11:30 a.m. P1, P2
11:00-11:45 a.m. P5, Y1, Y5

가을3 11월 1일-11월 23일
월&수  화&목
오전

9:30 월&화P3
9:30 화&목 P1
10:00 월&화P2 
10:00 화&목 P2
10:30 월&화P1 
10:30 화&목P3
11:00 월&화 부모-아이
11:00 화&목 P2
월&수 화&목 오후
4:00 월&수P2, P4, Y3
4:00 화&목P1, P2, Y3
4:30 월&수 P1, P3, Y1 
4:30 화&목 P3, Y1,Y2
5:30 화&목 PSP, P1, P2, P3, Y1
6:00 월&수 P1, P2, P3,Y1,Y2
6:00 화&목P3, P4, Y1,Y2, Y3
6:30 월&수 P1, P4, Y2, Y3, Y4
6:30 화&목 부모-아이, P1, P2, Y3, Y4
7:00 월&수 P3, Y1, Y3, Y4, Y5
7:00 화&목 P3, P4, P5, Y1,Y5
7:30 월&수 Y2, Y4, Y6, 성인
7:30 화&목 Y2, Y3, 4, Y6, PCSC

가을4 11월 28일- 12월 22일 
월&수  화&목
오전

9:30 월&수P1
9:30 화&목P1
10:00 월&수P2 
10:00 화&목P2
10:30 월&수P3 
10:30 화&목P3
11:00 월&수 부모-아이
11:00 화&목P2
월&수  화&목 오후
4:00 월&수P2, P4, Y2, Y3
4:00 월&수P1, P2, Y1, Y3
4:30 월&수P1, P3, Y1, Y4
4:30 월&수P3, Y1, Y2, Y4
5:30 화&목PSP, P1, P2, P3, Y1, Y2
6:00 월&수P1, P2, P3 Y1, Y2, Y3
6:00 화&목P2, P3, P4,Y1, Y2, Y3
6:30 월&수 P1, P4, Y2, Y4
6:30 화&목 부모-아이, P1, P2, Y2, 
Y3, Y4
7:00 월&수 P3, Y1, Y2, Y3, Y4, Y5
7:00 화&목 P3, P4, P5, Y1, Y3, Y5
7:30 월&수 Y2, Y3, Y4, Y6, 성인
7:30 화&목 Y2, Y3, Y4, Y5, 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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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에 이사콰학군은 “퓨쳐맵(Future Map)”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퓨쳐맵 프로그램은 
학생의 관심사, 재능, 특기등을 실체적인 졸업후 
직업옵션에 접목시켜주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한 시험과 풍부한 데이타베이스로 이사콰학군의 
학생들은 본인 집이나 휴대전화 또는 학교에서 
여러가지 직업에 대해 탐색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퓨처맵 커리어코치는 개별화된 통찰지도 뿐만 아니라
지역업체에서 일을 배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커리어 코치(Career Coach)는 누구인가??   

본인의 직업에 대해 열정적이세요? 특정분야에 
전문적 기술/ 지식을 가지고 있나요? 현제의 
직장에서 하는 일이 전문적 기술/지식을 연마해야만 
가능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졸업후의 진로 옵션을 
잘 이해할수 있도록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은 의사가 
있으세요?  이메일이나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신가요? 
당신의 대답이 “네”라면 , 당신도 퓨처맵 커리어 
코치가 될수 있습니다!
 
커리어 코치는 어떤 일을 하나요?

커리어 코치는 학생들로부터 당신의 직업이나 
특정분야의 전문기술에 관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답변 해주고 사생활 정보를 침해를 
받지않는 플랫폼에서 당신이 편한시간에 당신 직업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에 대해 알려주거나 느낀점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학교에서 초대강사로 
자원봉사를 할수도 있으며 본인 회사 투어도 
제공할수 있고, 회사로 학생을 초대하여 당신의 하루 
일과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기회를 줄 수도 있으며 
인턴쉽을 제공할수도 있습니다.
 
퓨쳐맵 커리어 코치는 어떻게 될수 있나요? 

발레리( Valerie) ( valerie@isfdn.org) 에게 연락하여 
퓨쳐맵 계좌 만드는 법, 온라인 커리어 코치 프로파일 
만드는 법과 이사콰학군 신분조사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지금 당장은 커리어 코치가 될수 없지만 다르게 
도울방법이 있나요?

이사콰 학생들이 퓨쳐맵을 이용하도록 
권장해주는것도 도울수 있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다른 시험을 보고 질문을 
올리고 여러 산업군에 관해 조사를 해보라고 격려해 
주세요. 학생들에게 이메일로 초청장을 보내 달라고 
하면 당신도 부모 로그인을 만들수 있습니다.  
지역업체나 커리어 코치가 제공하는 기회에 대해 
탐색해보고 사람들에게 퓨쳐맵에 대해 널리 
알려주세요. 저희는 현재 더 많은 커리어 코치를 찾고 
있으며 특별히 이중언어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사콰시 거주인이 아니여도 상관없으며 이사콰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돕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사콰 학군 퓨처맵 프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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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콰 학교재단 이사회 는 이그제크티브 디렉터로 일한 로빈 칼라한의 뛰어난 업적을 
축하를 드립니다.  로빈 칼라한은 이사콰 커뮤니티을 위해 지난 14년동안 봉사했으며 
지금은 전미 학교재단위원회의 이그젝크티브 디렉터로 승진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이사콰 학교재단의 새로운 이그젝크티브 디렉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사회는 재단 직원의 역활영역을 확장합니다.  현 개발디렉터인 케이리 
제크가 임시 디렉터로 일하게 되며, 현 주요기부 책임자인 레이철 
오판트가 개발디렉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사회는 케이리가  명성 높은 비영리재단에서 얻은 20년 이상의 리더쉽, 개발과 
경영의 경험을 토대로  훌륭한 리더쉽을 발휘하여 소중한 파트너쉽을 잘 관리해 
나갈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케이리와 레이철 두사람은  우리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리더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 헌신과 열정, 전문성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 메트 코인, 재단이사회 회장

“로빈을 나를 볼때마다 나를 환대하고 나의 자원봉사 활동이 
이 조직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려줍니다. 
나는 로빈이 진심으로 모든 학생들을 아끼고 있다고 믿으며 
우리 학군과 교육울  최고 수준을로 만들려는 그녀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로빈이 보고 싶을것이며, 그녀의 앞날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제이크 벤, 이사콰 고등학교 졸업반

“로빈, 14년동안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헌신은 타의 모범이며 앞으로도 그럴것 입니다. “

데이비드 김, B.E.S.T학생대표

로빈, 14년 동안 우리 커뮤니티에 위해 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멋지고 열정적인 마음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친구, 리더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새로운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칼로스 라모스, 이사콰 고등학교 2학년

Reliable 신뢰할 수있는
Outstanding 뛰어난
Bright 총명한
Inspiring 고무적인
Noble 고귀한
우리 학교를 더 좋은 학교로 만드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스키아 비셜(Saskia Visser)  이사콰 초등학교  5학년

로빕 칼라한에게

또 만나요, 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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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고 듣기
로트 톨젠슨

우리 가족은 덴마크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지 11년이나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고 내가 초창기게 했던 실수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당황스러워요. 미국이라는 이상한 나라에 이민 온 
사람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제일 중요한 충고는 질문을 하라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확실하지 않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모든것에 관해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고유 문화와 당신 아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교장 선생님과의 커피 시간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세요. 학교 교직원, 교사, 조교사, 학부모, 방과 전후 
프로그램 교사에게 질문하고 충고를 부탁하세요. 이런 대화들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여러분 가족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 받았을때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민 온지 
몇달도 안되었을 때라 영어권 아이들이랑의 교제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우리 아이가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가는 것을 보고 무척이나 행복했었어요.  그치만 4학년 생일파티를 수영장에서 한다고 했을때 다소 
의아해했죠. 조금 사치스럽다고 생각헀고 생일 선물을 찾으려고 헛수고만 했어요. 적어도 11년 전 덴마크 
학교에서는 생일 선물은 $5 이상을 넘지 않는게 통상이였죠.  여기선 경우가 달라요.  생일파티에 대한 일치된 
의견도 없고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말하자면, 내 아이가 가져간 선물은 다른 친구들의 선물에 
비하면 싸구려에 불과했죠.  생일파티는 구조화된 환경에서 15분마다 엑티비티를 바꿔가면서 진행되었고 
부모들의 참여가 거의 배제된다는 것이 아주 거슬렸어요. 그렇지만 제 몸은 편하더라고요.  생일파티에 대한 
제가 줄수 있는 조언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당신 아이와 당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것을 하면 된다는 거에요. 상품권, 손카드, 레고 선물도 다 좋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냥 당신 
자녀에게 선물을 고르라고 하세요.

이민 첫해는, 아니 둘째해까지는 힘들었어요. 그러는 동안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하고 어떤 함정들이 
있을지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내가 살던 덴마크는 이사콰시에 비하면 단색의 단일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학교 행사에 대해서 수다를 떨고 있을때 였어요. 나랑 이야기를 하고 있던 사람은 
자기 가족은 다른 명절을 보낸다고 넌지시 알려줬을땐 정말로 챙피하더라고요. 헉! 믈론 저도 다양성의 
진가를 인정해요. 거기까지 생각할 정도로 여기에 오래 살지는 못했던거죠. 우리 아이들은 이 모든것을 
좋아해요, 파티와 음식은 더 많을 수록 더 좋아해요. 문화의 차이는 대화의 시발점이 되고 서로의 차이를 
이어주는 연결 고리 역활을 하죠. 내가 얻은 교훈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족의 전통과 관습을 가르칠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이며, 내가 나의 특별한 명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것 처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질문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달달한 디저트를 선물하세요.

나는 지금도 가끔씩 교사나 교직원들이랑 이야기 할때- 언제 그들이 그냥 사람인지, 언제 교직원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있는지, 내가 너무 예의가 없는건 아닌지, 불평을 너무 많이 하는것 아닌지에 대해 멈춰 
생각해보곤 해요. 미국인들은 승리자, 리더, 성공담을 좋아한다는것을 나 스스로에게 자각 시켜야 해요. 
미국에서 이야기는 항상 긍정적으로 풀어지죠. 지금에서야 깨달은 것이지만 나의 솔직함은 부정적인것으로 
여겨질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지체 없이 긍정적인 사고를 잘 받아드려요. 어떤 어리석은 
장난에도 항상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렵게 배운(아직도 배우고 있는)것은 좀 가벼워져라는것 
이에요. 긍정적인 재구성은 나 같은 음울한 스칸디나비아 사람에게도 약을 잘 삼키게 하는 설탕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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