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참여 기관: 리더십 및 평생 학습(PIE:L3)
유아교육부(Department of Early Learning)의 영유아 조기 지원(Early Support for Infants and
Toddlers, ESIT)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부모/양육자 분들이 주 부처간 협응
위원회(State Interagency Coordinating Council, SICC)의 부모 참여 기관: 리더십 및 평생
학습에. 동참해 주실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PIE는 특수 교육이 필요한 자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 조기 개입 분야에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양육자 분들을 대상으로 한 12개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8개월 미만 동안
조기 개입 분야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한 자리만 배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양육자 분들의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버트 토의절차 규칙(공개 회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절차)
 주 부처간 협응 위원회와 ESIT에 조언 및 지원하는 위원회의 역할
 조기 개입 시스템
 리더십 및 옹호
 공개 연설 및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 종료 시 학부모님들은 SICC 상임 위원회 위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양육자 분들은 학교 위원회 및 정부 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자 소양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실전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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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이름 및 성)

2) 우편 주소

3) 전화번호

4) 이메일 주소

5) 귀하의 인종/민족성을 명시해 주십시오.
아메리칸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아시아인
하와이 원주민 또는 기타 태평양 제도민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계 또는 라틴계
백인
응답 거부
스스로 인정하는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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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사 언어는 무엇입니까?

7) 통역이 필요하십니까?
예
아니요
8) 자녀의 생년월일을 기재해 주십시오.

9) 특수 교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으십니까?
예
아니요
10) 자녀가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있다면,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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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IE 구성원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12) 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최대 7회의 전화/온라인 회의
최대 5회의 이틀간 대면 회의(교통비와 육아비 지급됨)
회의 중 서면 자료 검토 및 피드백 제공
13) 2018년 5월 2일부터 4일까지 타코마에서 열리는 영유아 컨퍼런스(Infant and Early Childhood
Conference)에 참석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아니요
가능할 것 같음
14) 전문적인 조기 개입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요
있다면, 조기 개입과 관련하여 참여하신 기간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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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PIE는 가상 회의 동안 웹캠을 사용합니다. 회의 동안 웹캠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웹캠이 필요하신 경우,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예, 웹캠이 필요함
확신할 수 없음
아니요

인쇄된 관심 양식 제출
이메일:

우편:

방문 제출:

suzanne.rose@del.wa.gov

DEL ESIT Program
Attention: Sue Rose
PO Box 40970
Olympia, WA 98504-0970

Department of Early Learning
Attention Sue Rose
1110 Jefferson Street SE
Olympia, WA 98501

궁금하신 점은 Sue Rose(suzanne.rose@del.wa.gov)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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