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

 호
 I
 2

01
8 

년
 1

월
-2

월
-3

월

피치자(PeachJar)는 잼 브랜드가 아닙니다!
14 쪽

클럽 인쿠르시브
20 쪽

중국 설날
2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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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를 PDF 포멧으로 받아 보길 원
하시면 culturalbridges@isfdn.org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원하는 언어
(스페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지정해 주세요.

저는 여러모로 천생연분인 컬츄럴 브리지 팀에 합류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제가 가지고 있는 두가지 열정( 글쓰기와 
이사콰시의 다양한 커뮤니티 봉사활동)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저는 그랜드리지 
초등학교에서 거의 모든 행사에 기회가 날때마다 자원봉사를 해오고 있으며, 
7년동안 PTSA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교와 미국에서 
자라지 않은 학부모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 컬츄럴 브리지가 저에게 더 많은 가정들에게 다가가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초창기 때부터 이 잡지를 응원해오고 있습니다. 저처럼 미국 교육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학부모들에게 소통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질문해오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과정을 포커스 그룹과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거스 그룹에는 한국, 중국, 이라크, 인도, 일본에서 온 어머니들이 
참여하고 기꺼이 자신의 마음을 열고 이 학군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은 아주 
개인적인 경험담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우리가 남에 대해 얼마만큼 잘 알고, 
이해한다고 추측하는지에 대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PTSA는 경매행사를 주최하고 이런 행사에는 학부모들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이 같은 기금모금행사에 익숙하지 않거나,  이런 
행사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해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분 중의 한사람이라면,  7쪽을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런 
행사에 참석할 때 알고 있어야 하는 모든 것들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포커스 그룹에서 논의한 다른 토픽 중의 하나는 워싱턴주의 공휴일(Holiday), 
특별히 여러분의 고유 문화에서만 즐겨지는 공휴일에 관한 것입니다. 45쪽에는 
캐롤라인 이 (Caroline Yi)가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한국의 구정에 관해 
알려주며, 진 리우(Jin Liu)가 중국의 구정에 관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또한 
공휴일에 펼쳐지는 지역 이벤트에 관한 정보도 있습니다. 

저희 커츄럴 브리즈는 장애 아동을 가진 가정에 대한 지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며, 33쪽에는 이사콰 하일랜드 클럽 인쿠르시브(Issaquah Highlands 
Club Inclusive)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며,  고등학생들이 LRCII
수업의 투터가 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은 19쪽에 실었습니다.  

건의 사항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컬츄럴 브리지는 2018년 새해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알리시아 스피너

포커스 그룹에 참석해 주신 캐롤라인 이 (Caroline Yi), 달판 
마르와( Darpan Marwa), 미유키 노리(Miyuki Nori), 나다 
알와리드(Nada Alwarid), 노주미 미와자와(Nozomi Miyazawa), 
성은(Seong Eun)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s a program of

Cultural Bridges
Issaquah Schools Foundation

Picture by Jenn S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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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입학등록은 2월 초에 시작하여 3월에 마감합니다.  지역의 해당 학교에 연락하셔서 
입학등록서류를 받아가시고, “유치원 학부모 설명회의 밤” 행사 일정을 잘 알아보세요. 등록은 
필수입니다. 자녀가 어떤 학교로 배정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학버스부(Transportation 
Department)로 연락하세요(425-837-6310). 통학부서는 여러분이 현재 거주지에 관해 물어볼 겁니다.

학교에서 유치원 입학전 평가를 위해  3월-4월에 연락을 합니다.  반드시 자녀를 동반하셔서 간단한 
읽기 평가( 알파벳, 발음, 몇가지 단어들)를 받도록 하세요. 이 평가는 길지 않으며 미리 평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학교들은 다양한 행사로 학생들을 초대하여 학교와 친숙해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학교 등교 
첫날을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 카페테리아, 체육관, 
운동장은 물론 화장실 위치까지 알려줍니다. 

유치원 신입생들은 여름방학 동안 “유치원생 통학버스 타기 체험(Kindergarten Bus Rides)”에 
초대됩니다. 이 행사는 인기가 많은 행사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통학버스 안전 이용법과 예절에 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일부 통학버스 운전기사를 만날 수도 있으며, 통학버스를 직접 타보게 됩니다. 

여름방학 후반에 있는 신학기 준비 박람회(Ready for School Fair)에 오시면 자원봉사자들이 패밀리 
엑세스(Family Access)에 가입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패밀리 엑세스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부모가 
학생의 시험점수, 성적 및 다른 정보를 볼수 있는 곳입니다.

이사콰학군에 관한 정보 설명회(What Every Parents Need to Know About the Issaquah School Distrct)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31쪽을 참고하시고, 이 행사에서 유치원 입학등록에 관한 도움도 제공합니다. 

신학기 준비 박람회에 관한 추가 정보는 다음 회에 게재됩니다. 저희는 2018년 9월에 신학기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유치원 입학 준비

Q: 입학등록이 가능한 아이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5살 이전에 등록이 가능한 가요?

A:  신입생은 8월 31일까지 적어도 만 5살이 되는 경우에만 유치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8월 31일까지 만 5살이 안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공인 평가자에 의해 
개별 평가를 마친 경우나 초등학교 이그제크티브 다이렉터(Executive Director of 
Elementary)가 조기입학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입학등록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http://www.issaquah.wednet.edu/academics/programs/early-entrance 

Q:  입학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A: 예방접종기록, 출생증명서나 여권등의 출생 일자 증빙서류, 매매 또는 임대 
계약서나 공과금 고지서와 같은 주소지 증빙서류, 보호자/후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Q: 종일반 유치원의 등하교 시간은 언제입니까?
A: 종일반 유치원의 등하교 시간은 해당 학교의 1-5학년의 스케줄과 동일합니다.



4

초
등

학
교

이사콰학군의 PTSA 들은 학생들을 위한 보충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경매행사를 주최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자라지 않은 학부모들에게는 이런 행사가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매행사의 주최는 PTSA에게는 커뮤니티를 발전시키는 뜻 깊은 행사에 자원봉사자들을 참여하게 
하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대다수의 이런 행사들은 재미있는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콰밸리와 그랜드리지 초등학교는 올해는 “조명, 카메라, 경매!”라고 불리는 레드 카펫 테마를 
선택했습니다. 쿠거리지와 메이플힐즈 초등학교도 비슷한 테마를 선택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이번 
행사를 “ 락 스쿨”과 ”락 앤 롤 앤 경매”라고 지었습니다.

이런 행사는 학교 건물 밖의 지역 호텔이나 이사콰시의 픽커링 반(Pickering Barn)과 같은 곳에서 
진행됩니다. 저녁식사를 포함한 포멀 또는 세미 포멀한 행사로 성인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명의 친구들과 함께 가시기 때문에 거기서 어머니들 그룹과 마주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조부모님, 친척, 커뮤니티 멤버들도 환영합니다.

경매위원회는 이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 몇 달에 걸쳐 경매에 필요한 기부 물품을 찾기 위해 지역 
상점, 가족, 친구, 학교 교직원들과 함께 일합니다. 학생들까지도 본인들의 시간과 재능을 보탭니다.  
많은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교사나 아트 도선트의 도움으로)에 경매에 기부할 작품을 만듭니다. 

이 모든 물품은 경매행사동안 경매됩니다. 저가부터 고가까지의 다양한 경매품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어차피 밖에서 구매하는 서비스들입니다. 예를 들면, 미용과 스파 서비스, 
식당 선물권, 스포츠 행사의 티켓, 베케이션 하우스에서 보내는 일주일 등과 같은 서비스 경매품도 
포함됩니다! 이런 모든 물품은 기부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수익금은 학교로 갑니다.

경매위원회는 행사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후원자들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여러분이 구입하는 경매 
티켓의 수익금도 학교로 혜택이 갑니다

일부 학교는 경매물품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경매 카탈로그를 만들고 행사 일주일 전쯤에 
웹사이트에 올립니다. 

경매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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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세 종류의 경매가 있습니다: 온라인, 사일런트, 라이브 경매. 온라인 경매는 경매행사 전에 
이루어지며 대부분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매행사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님들을 위해 마련됩니다. 
수일 동안에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쇼핑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최고가를 부른 낙찰자는 
이메일을 통해 통보를 받습니다. 

이날 밤 행사의 첫 부분은 사일런트 경매이며 칵테일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손에 
에피타이저나 음료를 들고 경매에 부쳐진 물품이 전시된 테이블 사이를 걸어다닙니다.  모두가 
사교활동을 하며 원하는 물품에 입찰을 합니다. 모든 제품은 구매자의 이름과 희망 입찰가격을 쓸수 
있는 경매입찰서를 포함합니다. 경매가 종료되는 시간이 방송되고, 종료시간이 되면 최고가를 입찰한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녁 만찬 시간 동안에는 라이브 경매가 시작됩니다.  경매 진행자가 개별 상품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경매가 시작됩니다. 이런 물품들은 사일런트 경매 때보다 고가 제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친구들끼리 한 그룹이 되어 물품을 공동구매하기도 합니다. 경매가를 부르고 싶으면,  테이블 
앞에 있는 입찰자 카드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입찰자카드가 체크인할 때 배부되기도 
합니다. 경매 진행자는 입찰가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입찰가가 최고가인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그 
물품이 낙찰됩니다. 

각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원하는 물품의 결제는 경매행사가 끝날 무렵에 수표,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경매행사의 일정에 관한 프로그램 안내서는 각 테이블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각종 게임이나 래플 행사도 흔히 있습니다. 와인, 디저트, 테이블 장식품까지 래플 티켓의 
상품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인기가 많은 경매품의 하나는 체험 상품 구매입니다. 예를 들면, 학급 전체 영화보기 파티, 하루 
동안 교장 선생님이 되어보기 등의 체험을 자녀를 위해 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저녁시간을 보내거나 학교 커뮤니티내의 사람들을 만나는 사교장이기 때문에  댄스 타
임을 포함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돈을 쓰건  또는 불참하건에 상관없이 경매행사는 자녀의 
학교을 지원합니다. 혹시, 이 경매행사가 나와는 잘 맞지 않는 행사라고 생각이 든다면, 자원봉사자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언제나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티켓 가격이 다릅니다. PTSA는 친구들과 함께 한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테이블 전체를 
구매할 기회도 줍니다. 모든 구매와 기부는 환불 불가능하며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경매행사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경매행사 날짜!
클락 초등:  3월 16일

쿠러리지 초등:  4월 20일
그랜드리지 초등:  5월 5일
이사콰밸리 초등:  4월 22일
메이플힐즈 초등: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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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초등학교
1월 1일:  겨울 방학, 휴교
1월 15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 휴교Martin Luther 
King Jr. Day, No School
1월 29일:  교사 직무일, 휴교
2월 19일:  대통령의 날, 휴교
2월 19 – 23일:  두 번째 겨울방학

아폴로(Apollo)
1월 12일, 오후 6-8시:  수학의 밤(Magical Math Night)
2월 5 -9일:  방학 중 점심제공 캠페인( Lunch for Break 
Drive)
2월 9일, 오후6-9시:  다문화의 밤(Multi-Cultural Night)
3월 7일, 오후 1-3시:  탈랜트 쇼 오디션(Talent Show 
Tryouts)
3월 23일, 오후 6-8시:  탈랜트 쇼(Apollo’s Got Talent 
Show)

브라이어우드(Briarwood)
1월 19일, 오후 6:30-8:30:  버라이어티 쇼(Variety Show)
2월 9일, 오후6:30-8 00:  인터네셔날 나잇 (International 
Night)
3월 12-16일:  미솔라 어린이 극장(Missoula Children’s 
Theater )
3월 16일:  미솔라 어린이 극장 집회와 저녁 공연
3월 30일, 오후 6:30 시:  가족 영화의 밤(Family Movie 
Night)

캐스케이드리지(Cascade Ridge)
1월 2일, 오전 8:30 :  신규 가정 을 위한 아침 식사
1월 25일, 오후 6:00-8:00:  탈랜트 쇼
2월 2일, 오후6:30 :  가족 영화의 밤
2월 5일, 오후 5:00-8 :00,  2월 6일, 오후, 5:00-8:00, 2월 
8일, 오후5:30-8:00:  스펠링 비(Spelling Bee)
2월 27일, 오후 6:00-8:00:  엔지니어링의 밤
3월 22일, 오후 6:00-8:00:  과학박람회

챌린저(Challenger)
1월 26일:  다문화 페스티벌(Festival of Cultures)
1월 5일, 2월 2일, 3월 2일:  팝콘 금요일
3월9일:  과학박람회

클락(Clark)
1월 19일:  샥스 온 아이스(Sharks on Ice ), 스노킹 
렌턴점( Sno-King in Renton)
3월 16일 오후:6:00-8 :00:  경매행사의 밤

쿠러리지(Cougar Ridge)
1월 31일, 2월 1일, 오후 6:00-8:00:  스펠링 비(Spelling 
Bee)
3월 1일, 오후 5:00-9:00, 3월 2일 오후  3:00-9:00:  
과학박람회Science Fair

크릭사이드(Creekside)
1월 19일, 오후 6:00-8:00: 가족 영화의 밤 
2월 8일, 오후 5:30-7:30:  문화의 밤
2월 15일:  과학박람회

2월 27일, 오후5:30-7:30 : STEM의 밤(Family STEM 
Night) 

디스커버리(Discovery)
1월 17일, 오후6:00-8:00:  탈랜트 쇼
2월 6일, 오후6:00-8:00: 2018-1019유치원 정보의 밤 
2월 7일, 오후 6:00-8:00 (1,2,3학년), 2월 8일, 오후 6:00-
8:00 ( 4,5 학년, 챔피언십):  스팰링 비
3월 1일- 3월 31일: 책 모금(Book Drive ) 
3월 21일, 오후 6:00-8:00:  과학박람회

인데버(Endeavour)
2월 15일, 오후 7:00-8:00:  4학년 음악 콘서트
3월 14일, 오후 2:45-6 :00:  노래 콘서트(Singers 
Concert)
3월 15일, 오후 7:00-8:00:  5학년 음악 콘서트
3월 29일, 오후7:00-8:00:  3학년 음악 콘서트

그랜드리지(Grand Ridge)
1월 17일, 오후6:00-8:00:  탈랜트 쇼
2월 13일,오후 6:30-7:30:  5학년 콘서트
2월 28일, 오후6:00-8 :00:  책 교환

이사콰밸리(Issaquah Valley)
2월 9일:  다문화 박람회(Multicultural Fair)
3월 16일: 빙고의 밤( Bingo Night)

메이플힐즈(Maple Hills)
2월 2일, 오후 7:00:  버라이어티 쇼
2월 9일 , 3월 2일:  팝콘 금요일
2월 27일 오후 6시, 3월 28일 오후 6시:  작가 방문
(Young Author Visit)
3월 2일 오후 6:30: PTA아이스 스케이팅 파티 
3월 8일, 9일:  과학박람회
3월 26일: 락앤롤 경매행사Mar. 26 

뉴캐슬(Newcastle)
1월 19일, 오후5:00-9:00 : 팟럭(potluck)/ 영화의 밤 
2월 9일, 오전 9:30-10:30:  교장, 멜리시와의 커피 타임
3월 2일, 오후 5:00-9:00:  팟럭(Potluck)/ 영화의 밤

써니힐즈(Sunny Hills)
1월 12일, 오후 6:00-7:30 : 스펠링 비( Scrips National 
Spelling Bee):  Class Competitions
1월 24일, 오후 1:25-3:10 :  방과후 영화감상
1월 25일, 오후 6:00-7:30:  5학년 뮤지컬
2월 8일: 빙고, 브라우니즈( Brownies)
3월 1일, 오후 6:00-8:00: 과학박람회/STEM의 밤 
3월 24일, 오전10 :00.- 오후4:00: 봄 책박람회
3월 29일: 4학년 뮤지컬

선셋(Sunset)
2월 5일, 8일,오후 6:00-8 :00:  탈랜트 쇼 리허설
2월 9일, 오후 6:00-8:00 :  탈랜트 쇼
3월 9일:  사진촬영(Class and Personality Pictures) 

학교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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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더 문제
성공적인 중학교 생활은 잘 정리된 바인더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가장 쉽게 자녀를 도와 
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며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바인더를 정리 정돈을 계속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자녀의 바인더 정리정돈 상태를 확인하세요! 자녀에게 
과제물이 제 자리에 들어 있는지 물어보세요. 학과목에 따라 관련 시험지 및 유인물등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언어영역, 사회영역, 헬스, 수학, 과학.

자녀의 바인더에 있는 모든 내용물들이 아직도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하세요.  만약에 바인더가 
오래된 숙제/시험지/ 전단지들로 가득차 있다면, 바인더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내용물들은 버리세요. 집에 보관할 것들: 채점된 시험지, 노트나 지난 과제물, 자녀가 
다음에 또 필요할 꺼라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보관하세요.  잘 정리된 바인더는 시간 낭비를 
없애고 학교 과제물 확인을 도와줍니다.

이사콰학군 재단의 후원으로 이사콰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바인더 정리 정돈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바인더 부트캠프(Binder Bootcamp) 라고 불립니다.

바인더 부트캠프
자녀의 책가방이나 바인더가 엉망인가요?

자녀가 바인더에서 어떻게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되세요? 구겨진 서류들이 여기저
기 돌아다니나요? 학교 과제물을 제때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어디에 있는지 못 찾는 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부트 캠프에 적합한 후보자입니다. 바인더 부트캠프는 
PTSA가 발의한 연중 프로그램으로 바인더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과 일대일로 바인더 내용물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속해서 쉽게 정리·정돈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참가 시키고 싶다면, 학생의 이름과 학년을 기제하여 
(BinderBootcamp@issaquahmiddleptsa.org)으로 이메일 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학기중 2-3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저희는 봉사 가능한 자원봉사자 인원수에 따라 학생들의 스케줄을 잡기 때문에 이번 
행사일에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 학생은 다음 행사날의 대기자 명단에 올립니다.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은 교사, 카운슬러, 부모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생을 일대일로 지도합니다. 
PTSA는 학생의 바인더를 정리정돈을 돕는데 필요한 모든 물품과 간단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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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 이벤트

학생들이 직업을 탐색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과 학교의 연관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지역의 비즈니스 전문가들과 
만날 수 있는 행사를 주관합니다. 판사, 변호사, 경찰, 소방관, 만화가, 수의사, 의사, 
엔지니어등의 지역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시간을 할애하여 자신의 직업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퍼시픽케스케이드 중학교 학생은 1월 26일에 있는 “직업 박람회(Career Fair)” 동안 
다양한 직업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가집니다. 이사콰 중학교 학생은 2월 3일날 직업의 
날(Career Day)을 가집니다.  이런 행사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도 있는 미래의 진로를 
통찰할 수 있게 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커리어 크루징

커리어 크루징(Career Cruising)은 학생의 관심사를 기술에 연관시켜 모든 학생들이 
미래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셀프가이드 계획 소프트웨어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흥미를 
갖게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목표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과 미래의 직업에 대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절대 이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이사콰학군의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에서도 제공됩니다. 

자녀가 미리 준비하여 자신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계획하도록 도와주세요. 
이사콰학군재단(ISF)이 이 프로그램을 재정지원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사콰학군재단의 웹사이트를 참고로 하세요.
http://isfdn.org/our-purpose/connecting-students-to-their-future/career-cru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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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학교
1월 1일:  겨울방학, 휴교
1울 15일:  마틴 루터 킹의 날, 휴교
1월 29일:  교사 직무일, 휴교
2월 19일:  대통령의 날, 휴교
2월 19일- 23일riday, February 23:  두 번째 
겨울방학
3월 23일:  정원관리의 날(Grading Day), 학생 
조기 하교(오전10:55) 

비버레이크(Beaver Lake)
1월 5일, 오후7:00-8:30:  트리비아 패밀리 나잇
(Trivia Family Night)
2월 28일, 오후 7:00-8:30:  겨울 오케스트라 
콘서트
3월 14일, 오후 7:00-8:30 :  겨울 밴드 콘서트
3월 23일- 24일:  BLMS뮤지컬

이사콰(Issaquah) 
1월 22일- 2월 5일:  식품 모금(Clash of Cans 
Food Drive)
1월 31일:  재즈밴드 페스티발(Jazz Band 
Festival at Tolt)

2월 2일:  커리어 데이(Career Day)
2월 13일, 오후 6:30:  오케스트라 콘서트
2월 15일,오후 6:30: 밴드 콘서트 
3월 1일, 오후 6:30:  밴드와 오케스트라 악기의 날
3월 23일, 오후 6:30 , 3월 24일,오후 2:00와 
6:30:  극장 프로덕션(Theatre Production)

메이우드(Maywood) 
2월 13일, 오후6:30:  오케스트라 콘서트
3월 6일, 오후 6:30:  밴드 콘서트
3월 10일:  솔로 & 앙상블

퍼시픽케스케이드(Pacific Cascade)
1월 26일, 오후 1:30-2:35 :  직업박람회(Career 
Fair)
3월 21일, 오후7 :00:  오케스트라 콘서트
3월 22일:  봄 콘서트

파인레이크(Pine Lake) 
2월 중( 날짜 미정), 오후6:30: 파티(Hoe Down)

학교일정

유레카 수학
유레카 수학은 3년밖에 안 되었지만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수학 
커리큘럼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문제를 풀기위해서 과정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기반을 둡니다; 학생들은 왜 이런 풀기 과정이 필요로 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레카 수학은 수학을 하나의 “스토리”로 가르킴으로써 학생의 지식을 
합리적, 총체적으로 확립시킵니다.

유레카 수학은 이미 테스트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증명이 되었지만, 이 
방법으로 수학공부를 하지 않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숙제를 도와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담당교사에게 숙제 도우미(Homework Helpers) 
책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숙제 도우미 책은 단계별 설명을 포함합니다. 이 책은 
교과과정에 있는 숙제도움을 위해 K-12학년까지 있습니다.

수학공부 자원
www.greatminds.org – 유레카 수학 발행자

www.zearn.org – 레슨 및 문제 풀기, 유레카 수학에 맞춤
www.khanacademy.org – 토픽이나 개념을 설명하는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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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콰학군은 이사콰학군내에 거주하는 출생-21미만의 장애 학생들에게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연방 및  주정부 법에 명시된 대로 장애학생은  최소의 제한적인 
환경에서 최고의 가능한 영역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우리 학군에는 수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며 그 중의 하나는 러닝 리솔스 센터 II(Learning Resource Center II)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등에서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LRC II 
교사 및/ 또는 관련 서비스의 평가로 지정된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마련된 지도를 받습니다.

이사콰고등학교에 LRCII 수업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적어도 하나의 선택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 선택과목에는 세라믹스, 비쥬얼 아트, 체육, 요가, 리더쉽이 
있습니다. 또 일부 학생은 합창, 밴드, 드라마와 요리 (Culinary Arts)를 수강할 기회도 
가집니다. 학생들은 선택과목을 개별적으로 수강하며, 소그룹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동급생 투터와 교직원이 함께 하기도 합니다.

보통 학급에 소속된 이사콰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LRCII 수업을 선택과목으로 
수강하여 동급생 투터가 될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의 역할은 수업에서 
조교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직원에 의해 지정된 다양한 활동이나 과제물을  
소그룹의 학생이나 지정된 한 학생에게 설명해야 하며 항상 교직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학생들은 LRCII 수업시간에 산수, 읽기, 직업 및 사회성 교육등에 관해 공부합니다; 몇 
교시에 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생들은 위의 영역에  연관된 정해진 활동을 합니다.

동급생 투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런 수업에 꼭 필요한 격려하는 환경을 잘 
받아드리고, LRCII 학생들에게 롤모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동급생 투터의 도움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사콰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치(values)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그들의 참여는 LRCII 학생들에게 멋진 인생경험을 줍니다. 
이사콰의 다른 고등학교에도 동급생 투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학교 카운슬러에게 동급생 투터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세요! 

자녀에게 학교 교지를 주문하라고 상기시켜 
주세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1월에 주문을 

마감합니다!

러닝 리솔스 센터II(Learning Resource Center II) 
수업과 동급생 투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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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를 넓혀라(Expanding Your Horizons)  행사는 
매해 3월에 열리는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위한 
반종일 컨퍼런스입니다. (중학교 여학생들을 위한
컨퍼런스도 있습니다).  컨퍼런스는 과학,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수학 관련 분야의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제공한는 체험 워크샵입니다. 
어메리칸 어소시에이션 오브 유니버시티 
워먼(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의
 레이크 워싱턴, 이사콰, 커클랜드-레드몬드 분교의 
공동 스폰서에 의해 제공됩니다. 컨퍼런스 첫날은 
고등학교 여학생, 교사, 카운슬러, 관심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마다 천 명 이상의 여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컨퍼런스가 시작된 이래 지난30년 
동안 2만 5천 명 이상의 여학생들이 참가 했습니다.  

시야를 넓혀라 (The Expanding Your Horizons)의 
미션은 여학생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 수학, 과학 
과목을 계속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학생들이 과학,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과 수학 관련 직업을 구할 
때,  그럴 수 있는 옵션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더 많은 여학생들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 사고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데 있습니다. 이 행사는 아래의 
가정을 토대로 개발되었습니다:  1)더 많은 여성이 
수학, 과학,  엔지니어링 관련 직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럴 자격이 되는 여자의 수가 늘어야 
한다; 2) 여학생들에게 STEM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을 주고 또한 대학입학 준비를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적합한 수학과 과학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3) 수학이 STEM 직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수학의 재미와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여학생들이 
수학과목에 관한 관심을 늘릴 수 있는 중재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전략은 수학수업의 가치와 
직업기회의 연결성에 대해 알리고, 현 직업 
종사자의 롤 모델을 보여주고, 여학생들이 
수학공부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STEM 분야의 현직 여성 롤모델과 만나고 질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행사는 3월 23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서둘러 등록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lakewashington-wa.aauw.net  에서 
확인하세요. 

칼리지 플래닝 데이

칼리지 플래닝 데이는 3월에 있으며 고등학교 2학년생과 아직도 대학을 결정하지 
못한 고3학생들이 대학 옵션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입니다. 학생들은 공/사립 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의 대변인들과 만납니다.  대변인은 각자 학교에 관해 30 분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입학조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학생들은 최대로 4 개 학교의 
프레젠테이션을 선택해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도 본인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자세한 등록정보는 차후에 알려드립니다!

3월 20일 - UW Bothell 
3월 22일- UW Tacoma 

3월 27일 - Bellevue College 

시야를 넓혀라, 벨뷰 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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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등학교
1월 1일:  겨울방학, 휴교
1울 15일:  마틴 루터 킹의 날, 휴교
1월 29일:  교사 직무일, 휴교
2월 19일:  대통령의 날, 휴교
2월 19일- 23일: 두 번째 겨울방학

스카이라인 (Skyline)
2월 7일-10일:  겨울 연극(Winter Play)
2월 26일- 3월 1일:  뮤지컬 오디션
3월 1일, 오후 7:00-8:00:  밴드와 합창 콘서트
3월 9일, 오후 7:00-8:00:  재즈와 자바(Jazz and 
Java)
3월 22일:  아트 쇼
3월 28일:  커뮤니티 박람회(Community Fair)
3월 30일:  톨로 댄스(TOLO Dance)

이사콰( Issaquah)
1월 27일:  겨울 포멀 댄스 
3월 31일:  톨로 댄스(TOLO Dance)

리벌티(Liberty )
2월 3일, 오후 6:00-8:30:  아빠와 딸 댄스
2월 15일, 오후 7:00-9:00:  밴드 재즈의 밤
3월 1일, 오후 7:00-9:00:  밴드 콘서트
3월 5일, 오후 6:30-8:00:  봄 스포트 학부모 설명회

깁슨 Ek(Gibson Ek) 
3월 12일 – 3월 16일:  전시회
3월 14일:  갤러리 전시회

학교일정

증가하는 스트레스

부모의 지원방법
2018년 2월 7일, 오후 7시

로라 카스트너 박사

재학생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스트레스 레벨이 최고에 달했다고 합니다. 학교, 
가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이런 스트레스의 주요인이라고 합니다. 학부모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고, 이런 당연한 기대가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학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스트레스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에너지와 도전의식을 줍니다.  하지만 그 도전이 자신의 능력 밖의 경우라면, 
스트레스는 정신적 홍수나 탈진 증후군을 초래합니다.

학생은 이런 도전(Challenges)이 압도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원상 복귀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는 스트레스 과학을 잘 이해하여 학생에게 스트레스 대처법과 
의사 결정법에 관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이 행사는 학부모들에게만 해당되며 이사콰고등학교에서 있습니다.  이사콰학군의 
PTSA 멤버는 무료이며, 멤버가 아닌 경우는 $10의 기부금이 요구됩니다.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등록하세요: http://www.parentwiser.orf/events.



13

어
떤

이
의

 하
루  

에퀴티, 패밀리 파트너십 스페셜리스트(Equity and Family 
Partnership Specialist )의 하루

로나 길모어(Lorna Gilmour)는 이사콰학군의 가정참여(Family Engagement)부에서 
일합니다. 동료인 로잔 란킨(Rosann Rankin)과 함께 미국학교 시스템을 이용법을 
알려주고, 온라인 링크를 만들어 여러 나라 언어로 자원을 제공하며, 연중 내내 
학군내의 가정들을 위한 여러가지 이벤트를 주최합니다.  

컬츄럴 브리지 (CB):  자신의 직무와 전형적인 일과에 대해 말해주세요.
로나 길모어(LG): 저의 주업무는 모든 가정들이 학교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조성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참여는 학생의 학업성취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로잔과 저는 가정들이 학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학교와 협력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학군으로 이사를 오신 분들께서는 학교의 정책이나 절차를 
잘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도울지 확신이 없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이런 
가정들에게 학교, 학습정책과 절차, 졸업필요요건, 소통방법과 학교시스템내의 
여러가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쓰는 가정들이 학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학군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제공합니다.

저의 하루 업무는 매일 달라집니다. 학부모님들과 자주 만나서 가정참여 프로젝트나 
계획에 대해 알아봅니다. 교사와 교직원과 만나서 가정참여 이벤트에 관해 논의도 
합니다. 교직원에게 교육 프로그램으로 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합니다. 저는 로잔과 함께 학군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참여 
이벤트나 프로젝트를 계획, 조정, 실행하는 일을 합니다.  

CB: 일 이외의 자신에 대해 말해주세요.
LG: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깁니다. 제 딸아이는 만들기와 베이킹을 
좋아합니다. 저희는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하죠.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정원관리, 
사진찍기도 좋아합니다. 저는 인도에서 자라서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로나 길모어(Lorna Gilmour) 
425.837.7205 
gilmourl@issaquah.wednet.edu
www.issaquah.wednet.edu/family/cultural-and-family-partne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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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자는 커뮤니티 전단지를 모두 모아서 웹사이트에 올려주는 회사의 이름입니다. 이 회사는 
이사콰학군에 다니는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들에게 전단지를 이메일로 보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2017-18년 학기부터 “피치자” 제목의 이메일을 여러번 받으셨을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변화를 혼란스럽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사용되던 커뮤니티 게시판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여름방학 캠프와 같은 정보를 게시했던 커뮤니티 게시판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전단지는 현재 피치자를 통해서만 배포됩니다.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를 통해 모든 통합된 정보를 얻고, 종이에서 온라인 게시판과 온라인 전단지로의 
전환을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피치자는 장애인들도 모든 전단지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좋은 
취지의 변화인 만큼 우리는 피치자가 무엇인지 알고 또 그 이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피치자를 이용하여 전단지를 배포하시길 원하시면 학군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전단지 내용을 검토하고 웹사이트 출판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합니다. 피치자는 
이용료가 부가되지만, 보통 전단지를 복사하여 각 학교에 배달하는 것 보다 훨신 저렴한 가격입니다. 

피치자 제목의 이메일을 받으시면 지우지 마세요. 그 전단지가 여러분이 찾고 있던 바로 그 정보를 
싣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피치자로부터 아직까지 이메일을 못 받으셨다면, 이메일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이사콰학군 웹사이트로 가서 해당 학교 링크를 찾으세요. 신청 리스트는 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https://www.issaquah.wednet.edu/family/community-fliers-with-peachjar).
여기서 자녀의 학교 이름을 누르세요. 만약에 자녀들이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닌다면, 개별 학교 
웹사이트로 가서 똑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등록 링크(Registration link)를 클릭하세요. 회색 박스의 계정 
정보란(Account information)에 이메일을 기제하세요. 이메일 확인을 위해 두번 입력해야 하며, 
부모/가족( Parent/Family Member)를 계정타입 메뉴(Account Type Menu)에서 선택하세요. 

이제, 녹색 박스가 스크린에 나타나며, 사용자이름(Username)과 비밀번호(Password)를 설정하라고 
할겁니다. 비밀번호를 재확인하시고 나라(Country)란은 미국(United States), 주(state)란은 
워싱턴(Washington), 학군(District)란은 이사콰학군(Issaquah District)으로 설정하고 신청을 원하는 
학교이름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피치자 이용약관을 동의한 후에 페이지 하단에 있는 파란색 
전송(Submit) 버튼을 클릭하세요.

드디어 새로운 온라인 전단지 시대로 합류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피치자(PeachJar)는 잼 브랜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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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의 이사콰학군은 13개의 학교에 8,600 여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24개의 학교에 20,500 여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군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나 워싱턴 주정부는 건물 또는 공립학교의 유지 및 관리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지역 투표권자들이 이를 위해 학교채를 승인해야 합니다.  

일개 학군이 학교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돈을 융자 받는 것입니다. 주택융자금과 
마찬가지로 학교채는 납세자의 연간 비용을 낮추기위해 20년에 걸쳐 상환됩니다. 
이사콰학군의 현 학교채는 보통 9년안에 상환됩니다. 이런 단기 상환은 납세자의 
돈을 절약시켜 줍니다

학교채는 특정 용도를 위해서만  쓰입니다. 주정부 법률에 따르면 학교채로 얻어진 
자금은 건물/부지 개선 용도로만 사용하고, 학군 운영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학교채 발행으로 생기는 자금은 투표시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이사콰학군은 2012년 학교채를 발행했으며, 2016년에 또 한번 발행했습니다. 

2012년 학교채 발행으로 이사콰학군은 서니힐즈 초등학교, 클락 초등학교와 이사콰 
중학교를 새로 지었습니다. 학군은 깁슨Ek 고등학교을 건립했고 아폴로 초등학교, 
리벌티 고등학교, 메이우드 중학교의 근대화 및 증설에 자금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이 
자금은 이사콰, 리벌티, 스카이라인 고등학교의 스테디움 개선과 학군내의 모든 
중학교 운동장 인조 잔듸와 트랙(track)개선에 쓰여졌습니다.

그 후로, 이사콰 유권자들은 이사콰학군 전역의 학교 증설과 현대화를 위해 2016년에 
또 다른 학교채 발행을 통과시켰습니다. 

파인레이크 중학교는 지금 재건축 중이며 여러 초등학교도 보수/보강 및 또는 증설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선셋과 쿠거리지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종일반을 다닐 수 있도록 하며,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가 디스커버리,인데버, 
메이플힐즈 초등학교에서도 실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6년 학교채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를 짓는데 자금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사콰학군은 위의 4개의 학교를 지을 부지를 물색 중입니다.  
이사콰학군은 3곳의 부지를 선정했으며, 각각의 부지 확보에는 복잡한 절차가 따릅니다:

-이사콰 하일랜드, 스웨디시 병원 근처의 부지-새로운 초등학교 부지.
- 프로비던스 하이츠(Providence Heights)부지- 새로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부지.
-ISD 행정 건물 부지- 새로운 중학교 부지 (ISD는 이사콰시의 중심부에 있는 이곳에 
새로운 학교를 짓기 위해 현 행정건물을 본사 건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사콰학군의 최고 책임자는 교육감인 론 티얼(Ron Thiele)씨 입니다.  론 티얼과 그의 
팀은 2016년 학교채를 잘 이용하여 학교의 증설 및 시설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지역 사회를 위한 새로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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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콰학군 패밀리 파트너십 팀(Family Partnership Team) 

연락처:   

• 中文 ChineseISD@outlook.com  

• 한국어 KoreanISD@outlook.com  
• Español HispanicISD@outlook.com  
• IndianISD@outlook.com  
• EuropeanISD@outlook.com  
• gilmourl@issaquah.wednet.edu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저희 학군은 여러분의 참여를 원합니다. 학교가 여러분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원과 참여가 필수입니다.  때로는 학교 

시스템을 이해하기 어려울때도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은 학생에 관한 근심사가 있을 때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수강신청 옵션이나 졸업에 

필요한 요건, 교실에서의 준수사항에 관해 여러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밀리 파트너쉽 팀(The Family Partnership team)이 이 모든 질문에 답해줄 수 있으며 또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도움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학부모들이 학교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같은 모국어를 쓰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모국어로 된 정보/자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을 이사콰학군 행사에서 만나뵙게 되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행사에 관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www.issaquah.wednet.edu/family/cultural-and-family-partnerships)  

번역된 문서는 패밀리 파트너십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나 길모어, 로잔 란킨     에밀리 하드                    마리솔 비셜 
에퀴티 앤 패밀리 파트너십 스페셜리스트                                  부교육감                                                  컬츄럴 브리지 프로그램 매니저 
이사콰학군                                    이사콰학군                 이사콰학군 재단(ISF)                        

 

행사:  

이사콰학군에 관한 정보 설명회 

2월 1일, 오후 6:30-8:30, 이사콰밸리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 시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 시기 

유치원 등록 

입학등록 확인 절차(Enrolled Verification) – 8월 
  
자세한 일정은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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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사콰 여름캠프의 온라인 등록이 3월 4일, 일요일 오후 12시에 시작됩니다. 

이사콰 팍스 앤드 레크리에이션 (Issaquah Parks and Recreation)  온라인등록절차를 처음
하신다면, 사무실(425-837-3300)로 전화하셔서 궁금증에 대해 문의하세요. 

당일 방문등록 및 전화등록은 3월 5일, 월요일 오전 8시에 시작됩니다. 

웹사이트( issaquahwa.gov/daycamp) 로 가셔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아빠와 딸 발렌타인 댄스

올해로 13주년을 맞는 이사콰 커뮤니티센터의 아빠와 딸이 함께하는
발렌타인 댄스에 참가하세요.   수백 명의 아빠와 딸이 여러 해 동안 즐기고 
있는 가장 인기 많은 전통적인 행사입니다.  이사콰 커뮤니티센터에서 2월 
10일, 오후 4-6시(유치원-2학년)와 7-9시(3-5학년)에 있습니다. 

정장도 캐주얼 복장도 상관없습니다- 춤 추기 좋은 복장으로 오셔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세요.  별도의 비용 없이 한 명 이상의  딸을 
데리고 오셔도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딸이 두 연령 그룹에 모두 속한다면, 둘 중의 한 시간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진촬영 패키지도 있습니다. 미리 예약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사콰 거주민인 경우, 성인은 $22이며 이사콰 거주민이 아닌 
경우, 성인은 $26입니다. 당일날은 성인 $40입니다.

곧 등록 하세요: 여름방학 캠프

이사콰시의 자원봉사자 이사회와 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시이사회나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재미있고, 흥미진진하며 우리 커뮤니티에 
변화를 줄수 있는 길입니다. 이사콰시는 지금 모든 이사회와 위원회에서 여러분의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사회와 위원회는 광범위한 토픽을 다룹니다- 아트, 경제 계발, 환경분야, 성장 
및 국제 외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issaquahwa.gov/boards)를 방문하세요. 

인터뷰 과정을 거쳐 시장에 의해 지명되며, 이사콰시 의회가 이번 봄에 승인합니다. 
이사회 멤버와 위원회원(commissioners)의 임기는 2018년 5월에 시작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사콰시 행정실(clerks@issaquahwa.gov )로 이메일 하거나, 
전화( 425-837-3000) 하세요.

자원봉사자: 지역 이사회(Local Board)와 위원회(Commissions)에서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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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빌리 REACH ESL
주빌리REACH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영어 교습을 제공합니다. 구직, 
사교생활, 커뮤니티 적응, 자녀의 학교에서 돕기, 또는 학교 선생님과의 소통등을 위해 
부모가 영어를 알아듣고 말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경험이 많은 교사가 말하기, 읽기, 쓰기를 
지도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학생 및 교사의 삶이 바뀝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오전 9:30분- 11시에 사마미시 플라토우에 있는 사마미시 
프레스비테리안 교회(Sammamish Presbyterian Church), 22522 NE Inglewood Hill Road, 에서 
다양한 레벨의 영어교습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이메일(info@jubileereach.org) 하세요.

시설대여
사마미시 거주민일 경우 개인 행사를 위한 시설대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사마미시시에서는 결혼, 생일파티, 동창회, 미팅 등의 행사를 위해 러 라지(The Lodge)와 더 
파빌리온(The Pavilion)의 두 곳의 시설대여가 가능합니다.  러 라지는 통나무 캐빈의 멋을 풍기며,  
최대 150명까지 수용 가능한 실내 장소입니다.  더 파빌리온은 특별한 행사의 뒷배경으로 호수 뷰를
즐길 수 있는 탁트인 실외 공간입니다. 이 시설들은 연중 시설대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425-295-0730)로 문의 하세요.  



19

렌
턴

시

렌턴시 콘서트 밴드

렌턴시 콘서트밴드는 렌턴시 공무원과 렌턴 커뮤니티 서비스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열정적인 관중의 격려와 함께 렌턴시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60명 이상으로 구성된 밴드는 마이클 심슨의 탁월한 지도로 지역의 뮤지션을 한자리에 모아
고품격의 음악을 연주합니다.  빅밴드, 브로드웨 및 클래식 음악까지 포함한 다양한 레파토리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밴드에 참여를 원하시면,  등록하셔야 합니다. 렌턴시 거주민은 $20, 비거주민은 $24입니다.

매년 12월, 3월, 6월에IKEA 펄포밍 아트센터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티켓은 성인 $10, 학생/노인은
$7이며, 렌턴 커뮤니티센터에서 티켓을 구입하거나 당일 콘서트장에서 구입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나 에켄(Donna Eken)에게 전화(425-430-6700)
하세요. 

봄 콘서트는 3월 25일, 일요일, 오후 2시-3: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영어가 제2외국어(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렌턴 테크니칼 갈리지( Renton Technical College)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성인을 
위해 오전반, 저녁반 ESL 수업을 제공합니다. 이 수업은 기본적인 대화에 필요한 
듣기, 말하기, 읽기와 쓰기에 집중합니다. 향상된 영어 실력은 ESL학생이 일상 
생활에서의 소통뿐만 아니라, 구매활동, 구직, 테크니칼 또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더욱 자신감을 북돋아 줍니다

학생들은 수업시작 전에 평가를 받으며 각자의 목표에 맞는 수업에 배정됩니다.  
수업료는 $25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전화( 425-235-7832)로 문의하세요. 스페인어, 러시안어, 
유크레인어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스페인어를 쓰는 컴퓨터 도우미가 필요하세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인터넷, 이메일 등등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로 오세요:

크로스로드 도서관(Crossroads Library), 목요일 오후 2-4, 마리아(Maria), 425-450-1778.

렌턴 하일랜드 도서관(Renton Highlands Library),  일요일(격주), 오후2-3:30,  린다(Linda), 425-
369-3389.

렌턴 다운타운 도서관(Renton (downtown) Library),  목요일(격주), 오전 10- 12, 칼로스(Carlos), 
425-369-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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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엄마, 편집인, 학교와 커뮤니티의 자원봉사자로서
나름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녀를 가지고 있는 2명의 친구를 
만나고 나서야 나는 내가 얼마나 쉬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저 단순한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그 친구들을 
보면서 알게되었죠.  인생을 즐겁게 할 어떤 활동도 
계획할 시간조차 없다는걸 알았어요. 또한 그 친구들은 
다른 학부모와 만나고 이야기할 여유조차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몇 일밤을 뒤척였고  내
친구와 우리 커뮤니티는 물론  이 근처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일랜드의회(Highlands Council) 이그제크티브 
다이렉터인 크리스티 가라드(Christy Garrard)에게 연락을 
했고, 그녀는 즉시 내 생각에 공감하고 지지해 줬어요.
블레이클리 홀(Blakely Hall)의 마케팅 매니저인 브리아나 
에이그너(Brianna Eigner)의 도움으로 2016년 6월에
처음으로 우리의 첫 계획미팅을 가졌어요.  라이프
인리치먼트 옵션(Life Enrichment Options)의  프레드
니스트롬(Fred Nystrom)과 베키 골돈(Becky Gordon), 
그리고 에틀리즈 포 키즈(Athletes for Kids)의 멜리사 
킹(Melissa King)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사콰하일랜드 클럽인클루시브가 
창시되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LRCII
프로그램의 조교인 나탈리아 산티(Natalia Santi)는 이
모임을 주도하고 조정하는 일에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아그네스 토레스(Agnes Torres)와 마라 시크와그( Mara 
Schichwarg) 는 내게 이 클럽을 만들도록 영감을 준
사람이며, 지금은 학부모 어드바이저(Advisors)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사콰 PTSA특수교육위원회( Issaquah PTSA
Special Education Committe )와 함께 협력하면서 자녀들이
재미있는 활동을 하는 동안 학부모와 보모들이 편하게
쉬면서 이야기, 정보 등을 나누고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무료 클럽이 필요한 가정을 알고 있다면, 꼭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이 클럽은 영어로 진행되지만,
코디네이터는 스페인어에 능숙하며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클럽 인쿠르시브
알리시아 스피너

클럽인쿠르시브가 무엇입니까?
클럽인쿠르시브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재미있고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환경에서 즐길수 있는 그룹이며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자신 그대로의 모습을 축복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고 사랑과 수용의 힘에 대해 같이 배웁니다.  

클럽인쿠르시브의 대상은?
부모나 보모를 동반한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많은 자원봉사들이 학생들에게 계획된
학습활동을 지도하지만 부모나 보모가 원할경우, 이런 활동에 참여해도 좋습니다.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활동들이 많으며 모든 학생의 참여하기를
권하지만, 원하지 않으면 꼭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임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2시간동안의 모임은 서클타임으로 시작하여 다같이 노래하고 게임을 합니다. “아이스
브레이커” 게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서클 타임 후에는 월별
테마에 따라 마련된 특정 활동이나 게임을 합니다. 체험활동을 주로 하며, 만들기
프로젝트와 보드게임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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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일정
여러 레벨의 아이를 위한 

무료 이사콰 하일랜드 그룹 
매달 둘째 목요일 	  	  

오후6:00	  - 8:00	  @Blakely	  Hall	  
2550	  NE	  Park	  Drive	  Issaquah,	  WA	  98029	  

2월 8일 

사랑과 우정

지역 모자익 아티스트인 쉐릴 스미스(CHERYL	  SMITH)
가 재활용 유리로 모자익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재활용의 
미와 잇점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룹은 블레이클리 홀(Blakely Hall)에 기증할 작품을 
함께 만듭니다.

4월 19일 

정원관리
원예치료는 식물을 이용하여 인지적, 신체적, 감성적, 

정신적 웰빙을 개선합니다.	  우리 클럽에서는 원예치료
와 관련되지만 조금 다른 씨앗 심기를 통해 소근육 발달
을 촉진합니다.

5월 10일 
가상 놀이

보물 상자를 열어서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것들을 발
견하고 함께 모험을 떠나요. 발달적 역할극을 통해 
자기표현을 즐겨봐요! 	  

6월 14일

서클 타임으로 모임을 시작하며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간식과 월별 테마에 따른 특정활동을 
합니다.
이사콰 PTSA 특수교육위원회가  부모 및 보모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할 기회
를제공합니다.

1월11일
악기 놀이

포크 뮤직 그룹인 로빈 피들러즈(	  ROVIN’	  FIDDLERS)가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악기도 

가지고 옵니다!	  

3월 8일 

색칠하기
위드 유얼 핸즈(WITH YOUR HANDS)의 마르셀라

페리올리(MARCELA	  FERIOLI)가  아이들에게 색칠하기와
센소리 아트 수업을 제공합니다.	  	  창의적인 표현방법을 
함께 즐겨봐요! 

여름 파티 

더	  자세한 정보:clubinclusive@gmail.com 
또는 페이스북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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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북서쪽의 날씨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잘 대비하지는 못합니다.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와 갑작스런 기온 
변동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호흡기 
질병에 자주 걸립니다.

무서운 독감과 다른 종류의 겨울철 질병들 
때문에 결석을 하거나 결근을 하기도 합니다.

식단의 작은 변화나 간단한 청결 습관만으로도 
이런 질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호흡기 질병 예방을 위한 10가지 방법

귀가 후, 요리 전,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 갈아준 후 비누로 손 씻기.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 피하기.
매일 실내 공기 환기 시키기
실내 적정 온도 유지, 64-68 F.
자가 처방하지 말기.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의
약을 먹는 것은 약에 취하게 되거나 실제 질병의
증상을 숨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단을 어렵게
하고 임상사진 판독을 어렵게 합니다. 

코를 풀 때는 일회용 손수건이나 휴지 이용하기, 
사용 후는  주머니에 보관하지 마시고 바로 
버리세요.

숙면하기, 100% 면역력을 위해서 적어도 8시간 
이상 숙면.
자녀에게 과하게  많은 옷을 입히지 말기, 춥다고
너무 과하게 많은 옷을 입히면 땀을 흘리게 
되는데 이게 감기에 걸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물, 차, 주스.
급격한 기온 차이를 피하기, 실외에서 장시간 
있을 경우가 있다면, 그에  맞는 적절하게 옷 입기.

건강한 식사는 이런 질병을 예방하거나 적어도 
몸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 증상을 완화해줍니다.
특정 음식은 예방 및 보호, 면역 증진을 도와주며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과 싸울수 있게 
도와줍니다. 

호흡기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

1. 과일: 오렌지, 파인애플, 레몬, 키위, 귤
2. 야채:  당근, 시금치, 근대, 마늘, 브로콜리, 호박, 
파, 토마토 
3. 계란
4. 생선
5. 올리브유

위의 권장 음식과 음료는 점막 염증을 
완화시키며 항염증제 역할을 합니다.

겨울철 건강관리
마리솔 비셜

따뜻한 차 
뜨거운 물 1 컵 (250 ml)
꿀, 1  테이블스푼 (25 g)

레몬 주스,  1 테이블스푼 (15 ml)
간 생강,  ½ 티스푼 (5 g)
계피가루, 6 티스푼 (20 g)

생강과 계피가루를 뜨거운 물이 담긴 컵에 넣은 
후, 잘 저어서 레몬주스와 꿀을 조금 넣는다. 
5분동안 모든 재료가 잘 우려나게 기다린 후 

따뜻할 때 마신다.

겨울철 건강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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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또는 한국의 구정은 한국인들이 기념하는 가장 
큰 명절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설 명절을
두 번 지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처에 
친척들이 살지도 않고, 설날이라고 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설날을 보냅니다. 

이곳은  동양인 이민자의 역사가 깊은 관계로
이스트사이드(Eastside)의 한국인 커뮤니티는 잘
확립되어 있으며 많은 자원을 제공합니다.

한국 식료품 가게에 가보시길 권합니다. 거기에는 
한국 신문도 있습니다. 모든 한국신문은 서비스/ 
물품의 연락처 및 다양한 행사에 관한 일정을 
포함합니다.  식료품 가게의 게시판에는 다양한
이벤트와 재미있는 행사를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구정날 아침에 아이들이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고 부모님, 조부모님, 나이드신
어른들께 큰절을 합니다. 이 전통은 윗세대 
어른들에게 존경을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큰절에 
대한 대가로 어른들께서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새해에는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길 바란다!” 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해줍니다. 또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설날에 떡국( 한국인의 소올푸드)을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쇠고기 국물에 떡을 넣은 떡국을 
먹는다는 것은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설날 온종일 사람들에게 한국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덕담을 합니다.

음력 설날 또는 봄 페스티벌로 잘 알려진 중국의 
설날이 올해에는 2018년2월 16일 입니다. 이번 
해는 중국 조디악 달력에 의하면 개의 해입니다.
사람들은 다같이 모여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을 축하하고 다가오는 새해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역의 많은 중국 가정은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합니다. 이런
행사에는 맛있는 전통음식이 빠질 수 없죠. 학교,
커뮤니티나 시에서 더 많은 다양한 축하행사를
주최합니다. 예를 들어, 그랜드리지 초등학교 
문화클럽(Cultural Club)에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목요일마다 두 번째 쉬는 시간( 2nd recess)에
전시합니다. 중국의 설날은 2월 8일에 기념됩니다.
학생들은 빨간 랜턴 만들기, 중국 매듭이나 서예 
쓰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을 가장 큰 2개의 중국 설날 행사를 
달력에 표시하세요. 2018년, 2월 17일에 시애틀
다운타운(인터내셔날 디스트릭트)에 있는 중국 설날
행사는 사자와 용댄스, 북치기, 아이들 퍼레이드, 
코스툼 콘테스트, 아트 및 공작활동 등의 다양한
행사를 포함합니다. 2018년, 2월 24일, 오후 2-3
시에는 벨뷰스퀘어에서 음악, 댄스, 공작활동, 
무술과 사자/용 댄스를 포함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 
두 행사는 모두 무료입니다.  이사콰하일랜드
중국문화유산클럽(Issaquah Highlands Chinese
Heritage Club)은 펄포먼스, 게임과 래플을 포함한
축하행사를 주최합니다. 재미있는 행사입니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하일랜드의 신문인, 
커낵션(Connections)에서 확인하세요.

케롤라인 이

한국 구정

H-mart Market
100 108th Ave NE 

Bellevue, WA 98004

Southgate Oriental Grocery
3900 Factoria Blvd SE 
Bellevue, WA 98006

중국 설날
진 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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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성공을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처럼 축하하기! 

마라 쉬크와그 

제 이름은 마라 쉬크와그 (Mara Schichwarg)이며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왔습니다. 15년전 저와 저의 남편은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떠났죠. 그런 후 2010년에 벤쿠버에서 이사콰로 이사를 왔어요. 그동안 2명의 아들이 
생겼죠. 다니엘은 마드리드에서 태어났고 에릭은 여기서 태어났고 형이랑은 7살 차이가 나요. 
 
데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외향적이었고 말이 많았어요. 데니엘은 항상 남자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희가 동생이 곧 태어날 거라고 말했을 때부터 어린 동생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었죠.  
 
에릭이 거의 2살이 되었는데도 그때까지 말 한마디도 안했어요. 저는 아마도 밖에서는 영어만 듣다가 
집에서는 모두가 스페인어를 쓰니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언어발달이 늦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소아과 의사랑 상담을 했고 언어 테라피를 추천 받았어요. 또한 에릭을 몬테소리 유(아)치원에 
보냈고, 다른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말문이 트이기를 바랬어요. 집에서 스페인어만 듣으면서 집에서 엄마랑 
하루종일 같이 있어서 언어 발달이 느리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에릭을 유(아)치원에 보내고 다시 일을 시작할까하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에릭을 도울 계획을 만들자고 했죠. 저와 저의 남편은 학교에서 상담하면서 
그 “계획”이 에릭은 특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아원을 다닐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절망했고 화가 났어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도 
몰랐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상담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 상담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가 있는 친구에게 연락했고 그 친구의 도움으로 제대로 방향을 잡았어요.  
에릭의 뇌신경과 발달상태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결과, 에릭은 중도 자페증으로 판정되었어요.
 
우리는 응용행동분석( Applied Behavior Analysis (ABA) ) 테라피를 시작하고 난 후에야 
이사콰학군의 특수교육에 많은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사콰학군의 특수교육이 에릭의 
치료의 시작이었고 어렵고 힘겨운 과정이었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에릭의 진단결과의 충격으로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에릭의 상태를
호전시키도록 도와주고, 계속해서 특수교육과정을 받는 것이지만 또한 저는 가족 전체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었죠. 저는 가족은 축구팀이랑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겨도 같이 이기고, 지더라도 같이 지는 
거죠. 혼자만의 승리는 없어요.
 
에릭의 테라피스트를 만나러 가던 어느날 저는 다니엘과 열심히 같이 공부하기를 시작했어요. 데니엘은 
6년동안 우리 관심의 전부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데니엘은 안중에도 없었죠. 지금까지 데니엘은 동생에게도
우리에게도 항상 든든한 지지목이 되어주었어요.
 
나는 6개월 후에 에릭의 상태가 변화지 않을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에릭은 참 독특해요. 에릭은 
언제나 테라피를 받을 겁니다. 또 에릭은 생일 파티나  플레이데이트에도 데니엘 만큼 초대도 받지 못할 
겁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에릭의 장래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고 여러가지 의문이 생겼죠. 에릭이 언제가 
혼자 자립할 수 있을까? 여자 친구는 사귈까? 아내는? 아아는 낳을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에릭은 우리가 다른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우리가 한 가족으로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에릭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차이점을 더 잘 이해하고 타인에게 좀 더 세심하고 더 잘 소통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릭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에릭의 어떤 부분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릭의 조그만 성취를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이나 한 것 처럼 축하합니다! 



Your partnership with the Issaquah Schools Foundation benefits 
every student at every school in the district. Your donations give 

students opportunities to explore and cultivate their interests, 
thrive academically, and graduate with the skills they need for 

rewarding and productive futures.  Are you IN?

To learn more about the Foundation and to Donate online go to isfdn.org

Are You 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