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위한 COVID-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 및
리소스
5 월 20 일 2020 년 업데이트
현재 자녀에 대한 학습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일부 리소스를 수집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이메일 또는 온라인 접수를 완료해 주십시오. 저희는 정보에 대한 독립적인
리소스와 비공식적인 문제 해결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OEO 에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 1-866-297-2597 (통역 서비스 가능)
이메일: oeoinfo@gov.wa.gov (영어 이외의 언어인 경우 번역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o 영어: https://services.oeo.wa.gov/oeo
o 스페인어/Español: https://services.oeo.wa.gov/oeo?id=oeo_landing&lang=es
o 아랍어/ﻋرﺑﻰ: https://services.oeo.wa.gov/oeo?id=oeo_landing&lang=ar
o
o
o
o
o
o
o

중국어 간체/简体中文: https://services.oeo.wa.gov/oeo?id=oeo_landing&lang=zh
중국어 번체/繁体中文: https://services.oeo.wa.gov/oeo?id=oeo_landing&lang=zt
한국어: https://services.oeo.wa.gov/oeo?id=oeo_landing&lang=ko
러시아어/русский: https://services.oeo.wa.gov/oeo?id=oeo_landing&lang=ru
소말리아어/Soomaali: https://services.oeo.wa.gov/oeo?id=oeo_landing&lang=so
타갈로그어/wika ng tagalog: https://services.oeo.wa.gov/oeo?id=oeo_landing&lang=tl
베트남어/Tiếng Việt.: https://services.oeo.wa.gov/oeo?id=oeo_landing&lang=vi

다음은 현재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몇 가지 질문입니다:
자녀를 위한 계속 학습은 IEP 와 어떻게 진행됩니까?
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OSPI)에서 귀 학군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계속 학습을 위한
샘플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귀하 또한 해당 대화 시 자신의 질문과 우려 사항을 말해야 합니다. 토의
시 다음 질문이 포함되는 것을 고려 하십시오:
1) 이 기간 중 자녀를 위한 현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2) 지금 현재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3)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하루는 어떠합니까?
4) 현재 IEP 팀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OSPI 의 특수 교육에 대한 계속 학습 리소스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OSPI 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KOREAN (한국어) – KO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OSPI):
전화: 360-725-6000 (통역 서비스 가능)
TTY: 360-664-3631
웹사이트는 10 가지 언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 하단에서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영어: https://www.k12.wa.us/about-ospi/press-releases/novel-coronavirus-covid-19-guidanceresources/resources-continuous-learning-during-school-closures
아랍어: https://www.k12.wa.us/about-ospi/press-releases/novel-coronavirus-covid-19-guidanceresources/resources-continuous-learning-during-school-closures
중국어 번체: https://www.k12.wa.us/about-ospi/press-releases/novel-coronavirus-covid-19-guidanceresources/resources-continuous-learning-during-school-closures
크메르어: https://www.k12.wa.us/about-ospi/press-releases/novel-coronavirus-covid-19-guidanceresources/resources-continuous-learning-during-school-closures
한국어: https://www.k12.wa.us/about-ospi/press-releases/novel-coronavirus-covid-19-guidanceresources/resources-continuous-learning-during-school-closures
펀잡어: https://www.k12.wa.us/about-ospi/press-releases/novel-coronavirus-covid-19-guidanceresources/resources-continuous-learning-during-school-closures
러시아어: https://www.k12.wa.us/about-ospi/press-releases/novel-coronavirus-covid-19-guidanceresources/resources-continuous-learning-during-school-closures
소말리아어: https://www.k12.wa.us/about-ospi/press-releases/novel-coronavirus-covid-19-guidanceresources/resources-continuous-learning-during-school-closures
스페인어: https://www.k12.wa.us/about-ospi/press-releases/novel-coronavirus-covid-19-guidanceresources/resources-continuous-learning-during-school-closures
베트남어: https://www.k12.wa.us/about-ospi/press-releases/novel-coronavirus-covid-19-guidanceresources/resources-continuous-learning-during-school-closures

학교에서 일부 대면 서비스를 허용하는 데 대해 예외가 있습니까?
주지사는 학교 현장에서 주 또는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학교에서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소수의 예외를 포함시켰습니다만, 거리 두기와 공공 보건 수단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외의 경우는 드물며 학교 시설에서 직접 제공할 수 있는 필수 및 중요 서비스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OSPI 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페이지의 “허용되는 건물 활동”
탭에서 살펴 보십시오: https://www.k12.wa.us/about-ospi/press-releases/novel-coronavirus-covid-19guidance-resources. (웹페이지 하단에서 10 개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KOREAN (한국어) – KO

졸업생은 제때에 졸업할 수 있습니까?
학교는 졸업생들이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별 학생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최고의 출처:




학교 상담사
학교 교장
State Board of Education: 전화: 360-725-6025 (전화 통역 가능) TTY: 360-664-3631 또는 이메일:
sbe@k12.wa.us (영어가 아닌 경우 번역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추가 정보와 자료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Washington State Coronavirus Response 웹사이트에서 COVID-19 업데이트, 아동보육, 식품/점심 리소스,
학교 폐쇄 및 거리 두기, 졸업 요건, 공중 보건 업데이트 등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https://www.coronavirus.wa.gov/.

KOREAN (한국어) – 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