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콰학군 패밀리 파트너십 팀(Family Partnership Team)

행사:

연락처:
•

中文 ChineseISD@outlook.com

•

이사콰학군에 관한 정보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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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 시기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 시기

•

유치원 등록

•

입학등록 확인 절차(Enrollment Verification) –

•
•
•
•

https://www.issaquah.wednet.edu/family/cultural-and-familypartnerships

8월
자세한 일정은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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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된 문서는 패밀리 파트너십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나 길모어, 로잔 란킨
에큐티 앤 패밀리 파트너십 스페셜리스트
이사콰학군

에밀리 하드
부교육감
이사콰학군

마리솔 비셜
컬츄럴 브리지 프로그램 매니저
이사콰학군 재단(ISF)

gilmourl@issaquah.wednet.edu

harde@issaquah.wednet.edu

Marisol@isfd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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