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팅의 개요


PTSA 소개



주요 발표
❑

발표 동안 질문이 생각나시면, 그룹에 도움이 될 어떤 것도
제출할수 있는 the Questions QR code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의 특정 질문들은 추후에 당신의 학생의 카운셀러와
함께 다루어질수 있습니다.



카운셀러들이 (위에서) 제출된 질문들을 대답할
것입니다.



설문조사 (2nd QR code)

ASK AN ACADEMIC ADVISOR
아카데믹 어드바이저에게 물어보세요.
Counselor Presentation 카운셀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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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의 주제


도움이 되는 교직원과 유용한 링크



Nest Time /SEL /학년 자료



성적 확인/모니터의 과정



졸업에 요구되는 사항, 조건



수업 선택 과정



관련 자료
❑
❑



College & Career Center
Family Partnership Team

질문 사항과 설문지 링크

카운셀러들 & 행정직원들
성 ( last name)에 따라 카운셀러가 배정됩니다.



Mr. Alan Waite– A-Col





Ms. Emily Combellick – Com-Ham



Ms. Christian McKone– Han-La
Ms. Jennifer Martinson– Lb-Ol
Ms. Amber Owen-Clifford– Om-Sn
Ms. Jennifer Schwarz– So-Z








예를 들면 Heather Jones 는
Ms McKone 와 Ms Nicol 께 도움을
받습니다.



Mark Jergens-Zmuda – A-E
Jennifer Nicol –F-La
Doug Wolff – Le-Ro
Will Buker– Ru-Z

▪

Erin Connolly—교장

▪

Nikki Jansen– Dean of Students 학생 처장

▪

Jolene Gensheimer– On Time Grad Specialist

▪

Sara Torelli—Teen Mental Health Counselor
(through Swedish) 학생 정신 건강

▪

Karen Stevens—College and Career
Specialist 대학 및 진로 전문가

카운셀러의 역할


카운셀러가 돕는 영역
❑

학업
 대학 관련 문의
 진로 탐색
 코스/수업 선택 계획
 학업 관련 어려움

❑

정신 건강, 또는 Teen Health 카운셀러(Ms. Torelli)에게 소개

❑

도전에 대한 대화

❑

자료, 정보의 공유

Contacting Us/도움되는 링크


IHS Website 학교웹사이트



Counseling Website 카운셀링 웹사이트



Contact information for IHS Staff 주제별



Contact information for IHS Staff 이름에 따라



Sign up for enews! 이뉴스 등록



**이 PowerPoint 는 카운셀링 웹사이트(Counseling Website)의 “helpful
overview” 아래의 FAQ’s section 에 있습니다.

카운셀러와 약속 잡기


Calendy를 통해 일반적인 약속  만약 QR code가 불가능하면
카운셀러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잡기


급한 질문에 대해서는:
❑
❑



점심시간에 들르세요.
학교 시작전이나 끝난후

행정직원들(Administrators)도
약속을 잡기 위한 QR code
posters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과 클럽등의 활동


꼭 참여하세요!



Sports 운동



Clubs/Activities 클럽 등의 활동

Nest/SEL/Counselor Presentations


학생을 위한 Flex/Next, 화요일 9:20-9:55; 수요일 2:55-3:45



출석체크됩니다.



Choice Days (occasional)





선생님과 학업 도움
카운셀러와 약속

SEL: Social/Emotional Learning Lessons 사교
감정 교육



학년 당 Presentations
카운셀러가 제공하는 정보— eNews; Canvas: Student Support page ;
Counseling Website 를 통한 온라인으로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내 학생이 수업시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하나요?


선생님께 바로 직접 도움을 받으세요.
❑
❑

수업 중 또는 약속한 시간에
이메일로 질문/Canvas 메세지



선생님과 함께 Nest Time



동급생과 스터디 그룹을 만드세요.



온라인 지원, 자료, 정보 등



Homework Labs and NHS peer tutoring



학점 (Credit Recovery): 학점보충을 위한 (한정된 선택들)
❑
❑

여름학교(Summer school)를 고려해보세요.
여러 학점의 보충이 필요하면 Guided Studies를 고려해보세요.

성적 조회/진도


Canvas
❑
❑
❑



Family Access
❑
❑
❑



숙제
수업 자료
성적(다양함, 어떤 선생님들은 여전히 Skyward에서 성적을 공시할수도
있음.)

출석
성적(학기말 성적 – 만약 선생님이 Canvas에 주로 성적을 공시한다면)
예를 들면 MT1, Q1
취득한 Credits & Milestones

교사에게 직접 연락할 때
❑ Canvas,이메일, 또는 전화

성적 일정 및 성적표


성적 표기방식은 (grading codes) Family Acces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MT1, MT2, MT3, MT4 = 현재 진행중인 성적
Q1, Q2, Q3, Q4= 각 쿼터당 성적 (Q는 4학기제를 의미)
성적표에는 S1 및 S2 성적만 표기됩니다 (S는 2학기제를
의미)




2학기제 성적 (S1, S2)은 GPA (Grade Point Average)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쿼터 2 (Q2) 는 Semester 1과 동일합니다.
쿼터 4 (Q4) 는 Semester 2와 동일합니다.

GPA


G.P.A. 는 Grade Point Average 의 약자입니다


모든 학기의 성적(grade)은 각 성적에 해당되는 점수(point)가
있습니다.




IHS에서는 honors/AP 수업에 가중치를 주지 않으며, 다른
일반 수업 (on-level)과 다른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예시: A=4.0; B+=3.3, C=2.0, …

예시: honors 수업에서의 B+ 은 일반 수업의 B+과 동일하게 3.3
points입니다.

성적향상 (링크참조) : 교구의 방침에 따라, C- 혹은 그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에 한하여 더 높은 성적을 받기위해
같은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누적 학점 (Cumulative GPA): 모든 성적을 합산하여 평균을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졸업요건
자세한 사항은 아래 비디오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ChmMNEQqSuE
졸업요건 요약:
 24 학점이수
 필수과목
 선택영역 (Career/Tech, Fine Arts, World Language)
 졸업관련 워싱턴주 시험
 CTE (career and tech ed option – 2학점)
 Dual Credit (in approved Math and English)
 미 북서부/워싱턴주 역사 수업 (NW Studies/WA State History
milestone)
 World Lang Credit 대신 Optional World Language Test 혹은
Personal Pathway을 별도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테스트: 대학관련 시험
SAT



대학교 위원회에서 주관
Math AND English Grad
Pathway를 다룹니다.

ACT



ACT에서 주관
작문 (writing) 분야 시험을
치지 않으면 , 오직 Math
Grad Pathway만 다룹니다.

•

SAT 및 ACT 는 해당지역에서 토요일에 실시됩니다. 스케쥴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ACT 스케쥴; SAT 스케쥴)

•

Spring school day중 하루에 IHS에서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많은 대학에서 SAT 및 ACT 성적 제출은 선택사항입니다. 대학
입학사정에 ACT/SAT 성적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대학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4년제 워싱턴 주립대학 입학을 위한
학점 이수 요건


4.0 English



3.0 Social Studies (4.0학점 이수시 유리)



3.0 Math, thru Algebra 2 (4.0학점 이수시 유리)



3.0 Science, including Chemistry or Physics



2.0 Consecutive World Language (3-4 유리)



1.0 Fine, Visual or Performing Arts (same subj. for Cali)



대학 입학허가 최소 기준은 본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모든 대학에서 SAT 및 ACT 성적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니, 대학
입학사정에 ACT/SAT 성적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대학
입학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시험준비를 위한 PTSA 설명회는 9월 (ACT/SAT), 1월 (ACT), 2월 (SAT)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issaquahhighptsa.org/Page/SATACT/Practice%20Tests

수업 선택 과정



수업 선택은 매년 2월에 시작합니다.
프리젠테이션, 유용한 기사, 자주묻는 질문 및 답변은
카운셀링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코스 가이드는 본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졸업년도에 따른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Informed Self-Select





Prior Learning Recommendations



교사들의 추천을 받으십시오.



IEP or ELL: case manage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된 스케줄은 매년 학생 요청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4년 계획


9학년 학생(Freshman) 컨퍼런스 (가을 하반기-봄)



11학년 학생(Junior) Credit 컨퍼런스 (11월-1월)




모든 11학년 학생 대상으로 카운셀러와의 미팅이 있습니다.

Self-Directed 4-year planning (4년 계획 예시-링크참고)


Ongoing: 4년 계획은 고정된 것이 아닌 계속 진행되는
것임을 유념해 주십시오.



Changes each semester: 매 학기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Running Start (링크참고)



WANIC (링크참고)

10대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이사콰 교구에서는 학생 지원을 위해, Swedish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밀보장 상담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 습득관련 지원
정신건강 관련 외부 자원 활용을 위한 추천 및 위탁

본교의 정신건강 상담자는 Sara Torelli 입니다
(TorelliS@issaquah.wednet.edu or sara.torelli@swedish.org).
상담을 원하시면, (1) Sara Torelli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2) 상담소에 비치된 위탁양식 (referal
form)을 사용하시거나, (3) 귀하의 alpha counselor와 면담을
통해 추천을 받으십시오.
Sara’s video 링크

대학 및 진로 센터


진로관련 전문가
 Karen Stevens






인턴쉽/직업
고등학교 및 향후 계획 (new program Xello)
대학교 초기 검색
대학교 대표자들의 방문
대학 및 진로 관련 웹사이트 링크


상기 나열된 목록 및 그외의 많은 정보와 우수한 자원을
대학 및 진로 관련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 파트너쉽 팀


질문에 대한 대답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 및 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연중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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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와 가정 연계를 위한 주기적 미팅



모국어 자료 제공




번역본: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문의처:


이사콰 학군 담당자: Lorna Gilmour (GilmourL@issaquah.wednet.edu)



HIS 담당자: Liliana Medina (medinaL@Issaquah.wednet.edu)

추가 질문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질문이 있으면, 첫번째 QR 코드를 사용하여
질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핸드폰 미 지참시,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십시오.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혹은 귀하 자녀에게 해당되는
특수사항 질문이 있으면 학생의 상담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상담자 이메일 주소는 본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설문지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