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국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리소스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 

모든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대해 의미있는 의사소통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국어 가정의 

경우, 이는 교육구가 필수 학교 통신문을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제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학부모를 위한 번역 및 통역 정보 | 교육감실(OSPI)은 통역 및 번역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에 대해 번역된 정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자녀의 원격 학습 

교육구는 귀하의 자녀가 편안하게 원격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귀하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위한 컴퓨터, 인터넷 액세스,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 능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자녀의 담임 교사로부터 온라인 학습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지침이 필요한지 학교에 알려주십시오. 

• 워싱턴주 주지사 교육 민원실 | 학교의 다국어 가정을 위한 원격 학습 계획을 지원합니다. 

• 교육구는 온라인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학령기 자녀를 둔 각 가정에 종이 형식의 학습 

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한 지원 리소스 

기술 접근 외에도 다국어 가정은 보육, 조기 학습 프로그램, 영양 및 재정 지원, 정신 건강 및 기타 건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Washington Connection | 보육, 영양 및 재정 지원, 장기 간병을 위한 워싱턴주 애플리케이션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 통역 서비스가 있는 전화 액세스(1-877-501-2233). 

• Pandemic Nutrition Assistance | 가족을 위한 식량 지원에 대한 번역된 정보를 보려면 웹 페이지 

하단으로 스크롤하십시오. 

• Find Child Care and Early Learning | 워싱턴주 아동 청소년 가족부(DCYF) 내비게이션 지원.  

• Child Care Resources and Information for Parents and Providers | Child Care Aware of 

Washington, 통역 서비스와 함께 번역된 정보 및 전화 액세스(1-800-446-1114). 

• Entering Kindergarten Family Brochure | 가족을 위한 OSPI 지침 및 번역된 정보. 

• Special Education Guidance Summary | 가족을 위한 OSPI 지침 및 번역된 정보. 

• Mental Health Crisis Free Phone Support | 통역 정신 건강 및 건강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카운티별 전화번호 목록. 

• COVID-19 Resources for Immigrants | 번역된 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서비스 및 리소스의 

OneAmerica 링크. 

• Resources Finder | 워싱턴 이민 연대 네트워크(WAISN)는 이민자와 난민 가족을 중요한 

리소스와 연결합니다(1-844-724-3737).

https://www.k12.wa.us/policy-funding/equity-and-civil-rights/information-families-civil-rights-washington-schools/interpretation-and-translation-services
https://oeo.wa.gov/en
https://www.washingtonconnection.org/home/
https://www.k12.wa.us/about-ospi/press-releases/novel-coronavirus-covid-19-guidance-resources/nutrition-meals-guidance/pandemic-ebt-guidance-school-districts
https://www.dcyf.wa.gov/services/earlylearning-childcare/find-child-care
https://childcareawarewa.org/back-to-school-during-covid-19/
https://www.k12.wa.us/student-success/testing/state-testing-overview/washington-kindergarten-inventory-developing-skills-wakids/wakids-family-connection/entering-kindergarten-family-brochure
https://www.k12.wa.us/about-ospi/press-releases/novel-coronavirus-covid-19-guidance-resources/special-education-guidance-covid-19
https://www.hca.wa.gov/health-care-services-supports/behavioral-health-recovery/mental-health-crisis-lines
https://weareoneamerica.org/2020/03/23/covid-19-coronavirus-resources-for-immigrants-recursos-para-inmigrantes/
https://waisn.herokuap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