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첫번째 목요일 오후 6:30 - 8:00

(모임장소는 스팩트럼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스팩트럼 모임의 날짜와 주제, 향후 행사, 스팩트럼 캠프나 
클럽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메일을 통해 도네이션을 하실수 있습니다.

Spectrum
PO Box 3132, Suwanee, GA 30024

Spectrum is a non-profit organization with 501(c)3 status.

All contributions are tax-deductible.

atl-spectrum.com

스팩트럼 모임에 참여하세요.!

자폐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그 

가족들의 삶을 개선합니다.

이메일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활동소식이나 정보를 
나누고 다른 부모님들과 소통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 정보나 문의
info@atl-spectrum.com

토요일 사회성 훈련 모임 문의
saturdaysocial@atl-spectrum.com

성인 모임 문의
adults@atl-spectrum.com

여름캠프 문의
camps@atl-spectrum.com

조지아 자폐아동 달리기대회와 가을축제는 매년 10월 
첫번째 토요일에 열리며 모든 가족이 즐겁게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5K, 10K, 1 마일, 100 야드를 달리기 또는 
속보로 도전하게됩니다. 가을 축제에서는 동물들도 직접 
만져보고, 조랑말 타기, 풍선놀이터, 얼굴페인팅, 
건초더미놀이, 기차타기 등의 놀이를 즐길수 있으며, 
자선경매 및 다양한 행사와 업체,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자폐증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알리고 스팩트럼 
캠프와 모임 및 이와 관련된 행사들의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georgiaraceforautism.com

정보박람회

조지아 자폐아동 달리기 대회와 가을축제에서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단체와 업체들을 소개하는 실내 
정보박람회가 열립니다.
본 행사에 스폰서나 업체로 참여하기 원하는 단체는 이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세요. georgiaraceforautism.com.

일반적인 정보나 특별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폐증 가족을 위한 지원, 교육, 정보



         아버지 모임
매월 모이는 이 모임은 아버지들이 가족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아버지들을 통해 어려움과 
문제점들 같이 나누게 되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조부모 모임
자폐범주성 장애아를 손자, 손녀로 둔 조부모님들에게 자폐증에 
대해 이해할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고 있으며 자폐증을 렦고 있는 
손자들의 향후에 대한 정보와 조부모로서 어떻게 도울수 있는 
것인지를 알려드리는 모임입니다.

         부모를 위한 모임
스팩트럼에서는 매월(9월 - 5월) 첫번째주 목요일에 다양한 
주제를 놓고 전문 강사분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형제를 위한 모임
자폐범주성장애 가족을 둔 형제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돕기 위한 
모임입니다. Don Meyer의 SibShop이라는 교재를 통해 토론, 
예술, 공예, 게임 활동 등을 하게됩니다. 이 교재는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5-12세 형제 자매를 둔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사회성 계발 모임
이 프로그램은 4-22세 연령을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별로 그 연령대와 능력에 맞춰 사회성을 계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친구 사귀기, 팀웍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감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인 아스퍼거 모임
아스퍼거증이나 고기능 자폐증을 겪고 있는 성인연령 대상이며 
훈련된 전문가의 도움으로  사회적응을 할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이상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자폐자녀 부모 모임
자폐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겪게되는 다양한 증상, 정보, 해결방법 
등에 대해 이론이 아닌 실제로 체험한 것들을 부모들이 서로 
나눔으로써 정보와 도움을 주기 위한 모임입니다.

자폐증을 돕는 모임인 스팩트럼은 1998년에 자폐증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개인과 가족들을 지원하고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스팩트럼은 현재 귀넷카운티와 광역 아틀란타에 속한 1500
이상의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지원 모임, 여름갬프, 야영캠프, 사회성 훈련 모임, 휴식 
제공, 지자체 훈련, 가족행사 등 연령대와 수준별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폐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가족들의 삶을 
개선합니다.

자폐증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개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교육,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팩트럼에서는 학기중이나 여름방학기간 중에 4세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자폐범주성 증상의 각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팩트럼의 
프로그램들은 자폐증분야의 특수교육을 인증받은 
선생님들과 전문인들이 진행을 담당합니다.

스팩트럼은 특정한 치료법, 교육기관, 서비스단체, 의약품들을 
소개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을 볼때 마다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우리삶에서 자폐증으로 인해 겪는 경험은 
우리가족과 사회를 변화시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사회성 훈련 모임 (월간 모임)

•토요일 사회성 훈련 모임

•캠프 저니 (Camp Journey) 야영

•Spectrum Kommunity Inclusion Project (SKIP)

•드라마 모임

•토요일 휴식 프로그램

•사교 모임

•기술정보 모임

•레고 모임

•7주 주간 캠프

•기술 캠프

•과학 캠프

•드라마 캠프

•캠프저니 (Camp Journey)  일주일 야영 캠프

•상담 교육 프로그램

&

부모님, 가족 구성원들, 선생님들, 친구들이 어려움이 
무엇인지 해결방법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모임입니다.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전하고 
토론하는 모임이며 관심 분야에 따라 누구나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월정기 지원 모임

학기중 프로그램

여름 방학 프로그램

•연휴파티

•낚시

•계란찾기, 소풍

•어머니 외출하는날

•가을 축제

•아버지 행사

•이외에도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가족 행사

Claire Dees

스팩트럼 총괄 디렉터

사명

비젼

스팩트럼 소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스팩트럼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재미있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사회성, 언어, 품행이 개선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atl-spectrum.com 에 방문해주세요.

* 3세 이하 아이들을 위한 유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