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스팩트럼 2020 년 겨울/봄 소식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스팩트럼 월정기 모임
겨울/봄에 열리는 월정기 모임 스케줄을 알려드립니다. 매월 첫번째주 목요일에 둘루스 제일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 of Duluth 2908 Duluth Hwy, Duluth, 30096)에서 오후 6:30-8:00 에 모입니다. 모임에서는 주로 아버지그룹,
HFA 자페증 청소년과 성인들의 부모님들, 프리스쿨 학생 부모님들, 스패니쉬 그룹 등으로 나눠서 모임을 갖고 있으며 각
모임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www.atl-spectrum.com
1 월:

겨울방학 기간중 모임 없음

2 월 6 일:

Regions Bank 에서 스폰서로 참여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신분도용 및 사기를 피하는 방법” Kimberly Cobb, Regions
“수면 장애” Elizabeth Landers, M.S., BCBA, Senior Clinical Director, Autism Learning
Partners, Atlanta
“자녀의독립을 계발하기 위해 자립과 일을 시작하도록 집에서 가르치는 방법” Jackie Moor

3 월 5 일:

Kadiant 에서 스폰서로 참여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해 언어와 소통하는 것을 개발하는 방법”” Kadiant
“성질부리는 것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때: 자녀의 행동을 능동적 행동 접근 방법으로” Kadiant
“독립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 Dr. Celine Saulnier
Neurodevelopmental Assessment & Consulting Services (NACS)
“조지아의 성인을 위한 주택방안” Jim McCarten

4 월:

봄방학 기간중 모임 없음

5 월 6 일:

Merit Financial 에서 스폰서로 참여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재정방안” Merit’s Renora Orr
“가정에서의 감각욕구에 대한 충족” Peachstate Therapy
“음악 밴드 활동이 주는 유익” Joe Pearce
여름 방학기간 중인 6, 7, 8 월에는 모임이 없습니다.
사회성 훈련 모임과 차일드케어(유아실)가 월 정기 모임시간 동안 제공됩니다. 사회성
훈련모임은 5 살부터 성인까지 자폐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하며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8 시 사이에 있습니다. 그외의 다양한 그룹들이 아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스퍼거스 증후군, 고기능성 자폐증을 갖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성 훈련 모임, 중학생
연령대의 쌍둥이 아스퍼거스 증후군/자폐증 자녀 모임. 5~12 살의 형제자매 교제 모임, 21 세
이상의 성인을 위한 사회설 훈련 모임. 4 살이하 아이들을 위한 유아실을 운영합니다. 사전예약은
필요없습니다. 모임의 운영비를 돕기 위해 5 불정도의 도네이션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스팩트럼은 자폐증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개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교육, 자원을 공급합니다.

Gift of Time Respite (휴식의 시간)
Gift of Time Respite 은 둘루스 제일침례교회와 함께
매월 토요일중 한번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0 년
겨울/봄기간 중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11 일, 2 월 22 일, 3 월 21 일, 4 월 25 일 5 (9:302:30 – 이 날은 시간이 예외적으로 다릅니다.), 5 월
16 일
모든 참여자는 사전예약이 필수입니다. 자폐증을 갖은
한 자녀당 25 불이며 형제 자매는 무료입니다. Respite
and Family 에서 재정지원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오전 11:30-오후 3:30
예약은 www.atl-spectrum.com

가족크루즈 2020
2020 년 3 월 28 일- 4 월 4 일
자폐증 가족이 안심하고 즐겁게 이용할수 있도록 인증을
받은 Royal Caribeean 에서 운영하는 Rhapsody of the
Seas 크루즈에 스팩트럼 자폐증 지원 모임 가족들과
함께 떠나보세요.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atl-spectrum.com

캠프 저니(Camp Journey), 주말, 주중 야영 캠프!
12 월 1 일에 등록을 시작합니다.!
주말: 3 월 20 일-22 일
금요일 오후 6 시 30 분에 시작해서 일요일 오전 10 시에 끝납니다.
참가자당 250 불입니다.

주중: 6 월 28 일 – 7 월 3 일
주중캠프는 일요일(시간 배정)에 시작해서 금요일 오전 11 시에
철수를 합니다. 비용은 참가자당 675 불입니다.
캠프 저니는 스팩트럼에서 주최하는 야영캠프입니다. 사회성훈련,
친구사귀기, 단합, 예절, 자긍심 등 계발하는 것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캠프프로그램은 특별히 준비된 야영캠프에서 시회성
훈련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캠프는 Fort Yargo, State
Park, Winder, GA 에 위치한 Camp Twin Lakes/Will-A-Way
에서 열립니다. 우리 스테프들은 이 분야에 각각 다양하게 특수성과
전략을 갖고 있으며 경험이 풍성한 인증받은 교사들 또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분들입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www.atlspectrum.com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이메일 주소로 연락해 주세요. camps@atlspectrum.com

주요일정
Intelligent Lives Film Screening 1/8
MLK Gladiators Game 1/20
일일캠프/봄방학 캠프 접수시작 2/1
겨울카니발 2/23
와인 테이스팅 3/7
봄방학 캠프 3/31-4/2
어머니 야유회 4/25
소풍, 망아지 타기 행사 5/2
예약, 티켓구매 및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atl-spectrum.com

Studio Movie Grill
스팩트럼은 Studio Movie Grill (Duluth, Alpharetta, Marietta
locations) 감각표출에 대해 편하게 대할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SMG 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과
그 형제자매들에게 무료로 영화를 볼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성인은 조조할인 입장료만 받습니다. 상영영화 정보는 SMG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www.studiomoviegrill.com.
메뉴중 “Chefs for Children”를 선택하시면 스팩트럼에 5%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
기술클럽: 2020 년 겨울기간을 위한 등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 6:30-8:00 에 스와니의 New
Directions 에서 모입니다. 나이는 11-40 세이며 6 학년
이상입니다. 2 월 18-3 월 24 일까지 진행되며
300 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호대화식으로 운영되며
게임, 프로그램, 웹디자인, 사진슬라이드쇼, 비디오
녹화나 연기 등이 포함됩니다.
드라마클럽: 올해 연습하는 작품은 “이상한
금요일(Freaky Friday)”입니다. 5 월 2 일 7 시 코너스톤
교회에서 공연을 합니다.
등록 www.atl-spectrum.com

월 정기 이메일 뉴스레터를 받기 원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www.atl-spectrum.com
스팩트럼 자폐지원 모임의 Facebook 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