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uth Services (청소년 서비스) 
https://dsb.wa.gov/our-services/youth-services  
 
Department of Services for the Blind (DSB, 시각장애인 서비스국)는 신생아부터 21세의 

시각 장애가 있거나 저시력의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당국은 생산적, 독립적, 성공적인 아동기,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기반 구축 목표를 

지향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족을 위한 자원 

• 청소년 프로그램 및 워크숍 

• 학교-취업 전환(14~21세) 
 

가족을 위한 자원 
 

DSB (시각장애인 서비스국)에서는 자녀가 성인기에 

취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나요? 
DSB는 14~21세 학생들을 위해 다음을 제공합니다. 

• 직업 상담 

• 학생들이 향후 진로에 대한 관심사를 결정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평가 

• 직무 준비도  

• 자기 옹호 교육  

• 진로를 탐색하고 지역사회 봉사를 완수하고자 하는 14~15세 청소년을 위한 여름 

프로그램 

• 유급 근로 경험*을 원하는 16~21세 청소년을 위한 여름 프로그램 

https://dsb.wa.gov/our-services/youth-services


 
• 고등학교 청소년 또는 최근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교 학습을 살펴볼 수 

있는 여름 프로그램 

자세한 정보는 당국의 School-to-Work Transition(학교-취업 전환)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DSB는 서비스 제공자와 어떻게 협력하나요? 
DSB는 시각장애인 또는 저시력 아동 및 청소년과 협력하는 학교, 신생아-3세 지원 센터 

및 기타 지역사회 단체에 기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각장애인 또는 저시력 아동이 어떻게 일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활동이 가능한 방식에 대해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nfo@dsb.wa로 당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및 워크숍 
2014년,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약자로 WIOA, 인력 혁신 기회법) 

타이틀 IV는 Rehabilitation Act of 1973(1973년 재활법) 타이틀 I를 개정했습니다. 

WIOA는 장애가 있는 개인을 포함하여 고용 장벽이 있는 미국인이 양질의 경력을 쌓고 

고용주는 숙련된 근로자를 고용 및 유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공공 인력 개발 

시스템을 강화 및 개선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WIOA는 또한 청소년이 성공적인 취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확대된 Pre-Employment Transition Services (Pre-ETS, 

취업 전 전환 서비스) 를 제공하는 별도의 지침을 추가했습니다. 
 
학생들에게 WIOA의 혜택을 주고자, DSB 청소년 서비스 전문가는 학년도 내내 주 

전역에서 재미있으면서 교육적인 다채로운 Pre-ETS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주최합니다. 이 

워크숍은 9~21세 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 청소년 각자의 장점과 목표 규정 

• 교육 및 진로에 대해 파악 

• 일상 생활 기술 강화 

• 다른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 보내기! 

예정된 모든 청소년 프로그램 및 워크숍은 DSB Events page (DSB 이벤트 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ilto:info@dsb.wa


 
 

School to Work Transition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기가 되면 학생이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을 밟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 학생이 조기 전환 계획 및 적극적인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총괄 팀에서는 학생의 능력, 필요 사항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DSB School-to-Work Transition (학교-취업 전환) 은 14세의 어린 학생들과 그 

가족이 고등학교 졸업 후의 삶에 대해 고찰하며 이를 계획하도록 지원합니다. 
 
DSB 상담사는 다음을 통해 전환 계획을 지원합니다. 
 

• 시간제 취업 및 인턴십 등 학생의 직업 활동에 대한 상담 

• Individual Education Plan (개별 교육 계획) 회의에 참여 

• 성인을 위한 당국의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 학교 이후 활동에서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과 협력 

학부모와 학생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학생이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서명하여 서비스를 승인합니다. 

부모의 참여와 지원은 특히 과정 초반에 매우 중요합니다. 당국의 목표는 학생이 독립심을 

더욱 고취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은 DSB 상담사 및 

교직원과 함께 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학교 이후 활동과 관련해 협조합니다. 
 

DSB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모든 DSB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DSB 서비스는 얼마 동안 지속되나요? 
지속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여자의 개별 요구 사항과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기간은 다릅니다. 학생이 22세가 되면, 워싱턴 주민들은 Vocational Rehabilitation (직업 

재활) 참여자로 DSB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은 유급 근로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한 자원 
https://dsb.wa.gov/our-services/youth-services/resources-families 
 
Department of Services for the Blind (DSB, 시각장애인 서비스국) 는 신생아부터 21세의 

시각 장애가 있거나 저시력의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당국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 적절한 지역사회 지원처 관련 정보 및 소개 

• 시각 장애가 있거나 저시력의 아동을 위한 특수 발달 요구 및 양육 기술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 아동의 시각적 장애 특성과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 제공 

• 생산적, 독립적, 성공적인 아동기,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기반 구축 목표를 

지향하는 상담 지원 

• 유치원부터 12학년 학교 시스템까지의 이용 요구 사항을 옹호하는 지원 

• 아동이 가정에서 더욱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집안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과 

가족을 위한 일상 생활 기술 교육 
 
DSB는 14~21세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을 제공합니다. 

• 직업 상담 

• 학생들이 향후 진로에 대한 관심사를 결정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평가 

• 진로를 탐색하고 지역사회 봉사를 완수하고자 하는 14~15세 청소년을 위한 여름 

프로그램 

• 유급 근로 경험을 원하거나 대학교 교육 과정을 살피고 싶은 16~21세 청소년을 

위한 여름 프로그램 
 
DSB는 시각장애인 또는 저시력 아동 및 청소년과 협력하는 학교, 신생아-3세 지원 센터 

및 기타 지역사회 단체에 기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각장애인 또는 저시력 아동이 어떻게 일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활동이 가능한 방식에 대해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https://dsb.wa.gov/our-services/youth-services/resources-families


 
 
DSB는 시각 장애 또는 저시력 자녀가 있는 가정에 기타 다양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 멀티 데이 여름 프로그램 

• 시각 장애 또는 저시력의 영유아 및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자원 및 정보 

• 직업 박람회 

• 장학금 및 보조금 정보 
 
시각 장애인 또는 시력 손상이 있는 학생을 위한 교육 자료를 찾고 있는 가족은 

Washington State School for the Blind (WSSB, 워싱턴 주립 맹인 학교)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DSB는 여름 프로그램, 워크숍 및 Learning Independence For Today and 

Tomorrow (LIFFT, 오늘과 내일을 위한 독립 생활 학습) 프로그램과 관련해 WSSB와 

협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전화 800-552-7103 또는 이메일 

info@dsb.wa.gov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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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프로그램 
https://dsb.wa.gov/our-services/youth-services/summer-programs  

 

시각 장애가 있거나 저시력의 청소년을 위한 여름 

프로그램 
취업 시장에 뛰어들기 전에 근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직업 목표를 분명히 하고 취업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DSB는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미래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실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Summer Program (여름 프로그램) 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DSB Summer Program은 유급 및 무급 근로 경험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에게 생생한 취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게 개발된 Summer Youth Program(여름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 청소년 각자의 장점과 목표 규정 

• 교육 및 진로에 대해 파악 

• 일상 생활 기술 강화 

• 다른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 보내기! 
 
학생들에게 생생한 취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게 개발된 청소년 프로그램을 살펴보세요! 

기술 멀티 데이 워크숍 
Skills Workshop (기술 워크숍) 은 9~13세의 아동에게 독립적인 생활 기술을 가르칩니다. 
 
2009년부터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이 이용하기 부족했던 여름 프로그램에 대한 

갈증을 말끔히 해결했습니다. Skills Workshop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Expanded Core 

Curriculum (ECC, 확대핵심교육과정) 에 포함된 기술 영역을 다룹니다. 
 

https://dsb.wa.gov/our-services/youth-services/summer-programs


 
LEAP 
Youth Employment Solutions 1(YES 1, 청년 취업 솔루션 1), Youth Employment Solutions 

2(YES 2, 청년 취업 솔루션 2) 또는 Bridge (브릿지)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만 

개별적인 독립 및 생활 기술 훈련에 더 많은 실습이 필요한 14~21세 학생들은 Lifeskills 

Extended Assistance Program (LEAP, 생활 기술 확대 지원 프로그램) 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Youth Employment Solutions 1(YES 1) 
Youth Employment Solutions 1 (YES 1, 청년 취업 솔루션 1) 은 워싱턴주 밴쿠버에 소재한 

Washington State School for the Blind에서 주최하는 14세 및 15세 학생들을 위한 2주 

프로그램입니다. YES 1은 독립적인 생활과 이동 기술에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평가를 통해 자신의 관심사와 적성을 탐구하고,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며, 업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Youth Employment Solutions 2(YES 2) 
Youth Employment Solutions 2(YES 2, 청년 취업 솔루션 2) 는 16세 이상 고등학생을 위한 

6주 여름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관심사, 경험 및 능력에 따라 5주간의 유급 근로 경험*과 

학생들에게 일상 생활 기술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 생활 경험을 

선사합니다. 
 

Bridge Program 
매년 여름, DSB는 고등학교-중등 과정 후 교육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시각 장애가 있거나 

시각이 손상된 고등학교 졸업생과 Running Start(러닝 스타트) 또는 빠르게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속성 교육 학교(accelerated school) 수업을 고려 중인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5주 여름 

프로그램인 Bridge(브릿지)를 제공합니다. 
 
Bridge는 대학 캠퍼스에서 이뤄지며,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가을에 칼리지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캠퍼스 생활을 익히고 수업을 들으며 학점을 받습니다. 
 



 
Student Work and Academic Growth (SWAG) 
Student Work and Academic Growth (SWAG, 학생 취업 및 학업 성장) 학생들은 시간제*로 

일하면서 칼리지 과정을 수강하고 독립 생활을 실천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실명(blindness)에 있어 

허용 수준의 적응력을 지니며,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GED, 검정 고시)를 통과하고, 최소 한 가지 칼리지 수준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학생들은 유급 근로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당국의 여름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메일 

info@dsb.wa.gov 또는 전화 800-552-7103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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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워크숍 
https://dsb.wa.gov/our-services/youth-services/youth-workshops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이면서 재미있는 활동  
Department of Services for the Blind (시각장애인 서비스국) 는 신생아부터 21세의 

고등학생까지 시각 장애가 있거나 저시력의 주 전역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당국은 생산적, 독립적, 성공적인 아동기,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기반 구축 목표를 

지향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SB 워크숍은 시각 장애가 있거나 저시력의 청소년에게 유용합니다. 이 워크숍은 

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1. 청소년 각자의 장점과 목표 규정 

2. 교육 및 진로에 대해 파악 

3. 일상 생활 기술 강화 

4. 유급 및 무급 근로 경험 

5. 다른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 보내기! 
 
취업 시장에 뛰어들기 전에 근로 경험이 있는 젊은이들이 직업 목표를 분명히 하고 취업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당국의 프로그램은 실습 체험을 

제공하여 청소년이 탄탄한 기반을 다지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모든 DSB 워크숍은 워크숍 개최지 또는 학생의 거주 도시에 관계없이 모든 워싱턴 

학생이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장애 학생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워크숍과 관련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모두 소중히 여기며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https://dsb.wa.gov/our-services/youth-services/youth-workshops


 
DSB 워크숍은 연중 내내 기획됩니다. 당국은 지속적으로 이벤트 일정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의 다음 개최 시기를 확인하시려면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당분간 대면 워크숍 개최가 보류됩니다. 별도의 온라인 

워크숍이 곧 공지될 것입니다. 
 
청소년 워크숍은 공지되는 대로 이벤트 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이동 및 교통편 이용  
학생들은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을 개선하는 종일 워크숍에서 다양한 교통편을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합니다. 경전철, 버스 또는 페리와 같은 다양한 교통편으로 이동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대중 교통 서비스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학생과 가족은 

목적지를 오가는 정보를 살피고 이를 습득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직업 탐색 
시각 장애인 및 저시력의 학생과 그 가족은 다양한 현장에서 재미있는 실습 활동을 통해 

갖가지 직업 분야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예전에 선보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Zookeeper for a Day (일일 사육사) - Point Defiance Zoo and Aquarium(포인트 

디파이언스 동물원 & 수족관)에서 동물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식 조건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먹이를 준비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무대 뒤에서 강화 활동을 

수행하는 직업 프로그램 

• STEM 탐사 - Mobius Science Center(모비우스 과학 센터)에서 실습 과학 활동 및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 Math (STEM,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전시회를 

통한 교류를 통해 과학 분야 진로 모색 
 



 

대인 관계 기술  
학생들은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탐색하는 데 필요한 자기 옹호 및 기타 기술을 사용하여 

연습하게 됩니다. 가족은 자녀를 위한 졸업 후 프로그램 및 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래와의 교류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복잡한 사회적 규범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룹 환경에서 사회적 기술, 사회적 행동 및 또래 소통에 대해 알게 되며,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라는 사회적 기술을 학습합니다. 
 

독립 생활 기술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 및 교통편 이용, 자금 관리, 자기 옹호 및 식사 시간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독립성 및 또래와의 사회적 소통을 위한 여러 기회가 제공됩니다. 

자르기, 썰기 및 껍질 벗기기, 컵과 숟가락과 같은 계량도구 사용, 오븐과 가스레인지 

살피기 및 적절한 사용과 관련해 감독과 지도가 제공되는 요리 수업이 활동에 포함됩니다. 
 

기술 이용하기  
학생들은 교실 밖에서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지역사회 및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앱을 연습하며, 다음을 위한 기술 및 앱 이용을 실습하게 됩니다.  

• 환경 탐색(Blindsquare, MoveIt 및 One Bus Away) 

• 사물 및 상품의 식별 및 판독(Money Reader, KNFB Reader 및 Seeing AI) 

• 이벤트 예약 및 참석자 초대 

• 쪽지 및 메모의 기록과 구성  
 
아는 내용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경우에도, iOS 기기(iPhone, iPad 또는 iPod Touch)로 새로 

배우는 경우에도 실습 교육은 기본 사항을 익히면서, 유용한 정보와 요령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Youth Employment Solutions 
1(YES 1) 
https://dsb.wa.gov/our-services/youth-services/summer-programs/yes-1 

 

14~16세 청소년을 위한 직무 기술 교육 
Youth Employment Solutions 1(YES 1, 청년 취업 솔루션 1) 은 워싱턴주 밴쿠버에 소재한 

Washington State School for the Blind(워싱턴 주립 맹인 학교)에서 주최하는 14~16세 

학생들을 위한 12일 프로그램입니다. YES 1은 독립적인 생활과 이동 기술에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직장 준비 및 독립 생활 기술을 배우면서 자신의 진로 관심사와 

적성을 알아보고 시각 장애인 및 저시력 또래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다음을 포함하여 성공적인 직업 경력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연마합니다.  

• 직업 기회 및 훈련 경로에 대한 지식 개발 

• 연습용 입사 지원서 작성 

• 모의 인터뷰 준비 및 참여 

•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팀으로 작업 

• 현장 견학 

• 직업 체험에 참여 
 

청소년은 또한 레크리에이션 경험, 가정 및 개인 관리 기술 교육을 받으며, Youth 

Employment Solutions 2(YES 2,청년 취업 솔루션 2) 프로그램에 대해 배우고 추가 대인관계 

기술 개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시애틀에서 3일을 보내게 됩니다. 

• YES 브로셔(PDF) 

• YES 브로셔 - 스페인어(PDF) 

https://dsb.wa.gov/our-services/youth-services/summer-programs/yes-1


 
자세한 정보 및 신청서 자료는 Washington State School for the Blind를 참조하세요.  

 

비용 
DSB는 현재 여름 프로그램 참가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은 부대비, 사회 

활동, 간식 등을 위해 현금을 지참해야 합니다. YES 학생의 필요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된 학생 및 가족에게 제공됩니다. 

 

DSB는 십대와 청소년을 위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가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지 Youth Workshops(청소년 워크숍)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당국의 여름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메일 

info@dsb.wa.gov 또는 전화 800-552-7103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https://www.wssb.wa.gov/wp/yes-1/
https://dsb.wa.gov/our-services/youth-services/youth-workshops
mailto:info@dsb.wa.gov


 

Youth Employment Solutions 
2(YES 2) 
https://dsb.wa.gov/our-services/youth-services/summer-programs/yes-2 

 

16~21세 청소년을 위한 취업 준비 및 인턴십 
Youth Employment Solutions (YES, 청년 취업 솔루션) 프로그램은 취업 준비에 초점을 맞춘 

수주간의 여름 프로그램입니다.  

• YES 브로셔(PDF) 

• YES 브로셔 - 스페인어(PDF) 

YES 2는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진행되는 6주 프로그램으로, 16세부터 21세까지의 

고등학생들에게 귀중한 근로 경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합격자는 시애틀 지역 사업체와 협업하여 창출된 인턴십에서 5주간의 유급 근로 경험*을 

제공받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사, 능력 및 경험에 따라 학생에게 맞는 직무가 배정됩니다. 

YES 2는 학생들에게 식사 계획, 식료품 장보기, 식료품 구입 및 식사 준비, YES 

주거지에서 개인 소지품 및 공동 생활 공간 유지와 같은 일상 생활 기술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 생활 경험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직장까지의 이동을 위해 대중 교통 

수단을 사용하는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펼쳐지는 사회적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됩니다. 

신청서 정보 
• 신청서 자료는 1월에 제공됩니다. 작성된 신청서 패키지 제출 마감일은 2월 

15일입니다. 

https://dsb.wa.gov/our-services/youth-services/summer-programs/yes-2


 

비용 
DSB는 현재 여름 프로그램 참가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지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첫 급여를 받기 전 프로그램 첫 주 동안 경비가 제공됩니다.** 

다만, 학생들은 부대비, 사회 활동, 간식 등을 위해 현금을 지참해야 합니다. 

YES 학생의 필요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된 학생 및 가족에게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DSB Youth Specialist(청소년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이메일 

info@dsb.wa.gov 또는 전화 800-552-7103번으로 연락해 주세요. 

 

DSB는 십대와 청소년을 위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가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지 Youth Workshops(청소년 워크숍)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당국의 여름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메일 

info@dsb.wa.gov 또는 전화 800-552-7103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학생들은 유급 근로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mailto:info@dsb.wa.gov
https://dsb.wa.gov/our-services/youth-services/youth-workshops
mailto:info@dsb.wa.gov


 

Bridge 칼리지 준비 프로그램 
https://dsb.wa.gov/our-services/youth-services/summer-programs/bridge 

 

학생들이 고등학교와 칼리지 생활의 격차를 

해소하도록 지원  
Washington State Department Services for the Blind (DSB, 워싱턴주 시각장애인 서비스국) 

는 고등학교-중등 과정 후 교육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시각 장애가 있거나 시각이 손상된 

학생들을 지원하는 5주 여름 프로그램인 Bridge (브릿지) 를 제공합니다. 당국은 DSB의 

Vocational Rehabilitation(VR, 직업 재활) 프로그램과 긴밀히 협력하여 고등학교와 칼리지 

생활의 "가교" 역할을 제공합니다.  

Bridge는 매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워싱턴주 체니에 소재한 (Spokane 인근) 

Eastern Washington University (EWU) 에서 주최됩니다.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향후 Running Start(러닝 스타트), 칼리지 또는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캠퍼스 생활을 

익히는 주거 프로그램입니다. 

학점이 부과되지 않는 칼리지 프로그램인 Bridge 과정은 EWU 교육 과정 시작 전 주간에 

진행됩니다. 각 세션은 시각장애인 학생들 고유의 필요 사항을 해결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Bridge 수업은 DSB 및 EWU Disability Support Services (장애인 지원 

서비스) 직원이 가르치는 칼리지 생활, 학업 및 사회 기술, 독립성에 초점을 맞춘 강의와 

과제로 구성됩니다. 학생들은 또한 도서관, 서점, 카페테리아 및 컴퓨터실 견학을 

포함하여 캠퍼스 및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교통편 이용에 대해 익히게 

됩니다. 현장 학습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한 시간도 마련됩니다.  

첫 주가 지나면 Bridge 학생들은 EWU 여름 세션 카탈로그에서 선택한 5학점 대학 과정에 

참여합니다. 이 학업 과정은 4주 압축 수업으로 기존의 10주 교과 과정을 제공합니다. 

https://dsb.wa.gov/our-services/youth-services/summer-programs/bridge


 
5주간의 Bridge 프로그램 기간 내내 학생들은 DSB 및 EWU 직원으로부터 멘토십을 

포함한 학업적, 사회적 및 독립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격조건  
Bridge 자격을 얻으려면 학생들은 다음을 갖춰야 합니다.  

• 올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가을에 Running Start 프로그램 입학 예정자  

• DSB의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참여자  

• 고등 교육 기관 또는 Running Start 합격자 

• Orientation and Mobility and Daily Living Skills(오리엔테이션 및 교통편 이용과 일상 

생활 기술)에 적절한 수준의 능력을 갖춘 자  

• 대체 읽기 형식에 능숙한 자  

올해 또는 향후 칼리지에 진학할 계획인 학생들은 Youth Services Specialist(청소년 서비스 

전문가) 또는 VR 상담사에게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여 성공적인 칼리지 학생이 되기 위한 

가교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  
Bridge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신청서를 요청하시려면 

www.dsb.wa.gov로 Department of Services for the Blind 또는 DSB 직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Services for the Blind  

800-552-7103 

info@dsb.wa.gov  

www.dsb.wa.gov  

  

mailto:info@dsb.wa.gov
http://www.dsb.wa.gov/


 

Student Work and Academic 
Growth  
https://dsb.wa.gov/our-services/youth-services/summer-programs/swag 

 

Student Work and Academic Growth (SWAG, 학생 취업 및 학업 성장) 는 시각 장애인 또는 

시각 손상이 있는 칼리지 학생을 위한 취업-학업 프로그램입니다. SWAG 학생들은 

시간제로 일하면서 칼리지 과정을 수강하고 독립 생활을 실천합니다. 

학생 자격조건:  

•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 현재 Department of Services for the Blind(DSB, 시각장애인 서비스국)의 Vocational 

Rehabilitation(직업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실명에 있어 적절한 수준의 적응력을 갖춘 자  

•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GED, 검정 고시)를 

통과하고 최소 한 가지 칼리지 수준 과정을 이수한 자 

• 이전 취업 경험 우대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미국 장애인 복지법) 을 준수해 DSB의 SWAG 

프로그램은 장애인을 위한 모든 선택 과정 단계에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합니다. 편의를 

요청하시려면 Debbie Brown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학생들은 여름 직장에서 시간당 $15.00를 받게 됩니다. DSB는 학비, 수수료, 교과서, 

주거, 최초 식비 및 버스 승차권을 포함한 칼리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자세한 정보 또는 신청서를 요청하시려면 Debbie Brown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신청 

마감일은 1월 31일입니다. 

  

https://dsb.wa.gov/our-services/youth-services/summer-programs/swag


 
 

Skills 기술 멀티 데이 워크숍 
https://dsb.wa.gov/our-services/youth-services/summer-programs/skills-multi-day-workshops 

 

십대 초반 및 청소년을 위한 여름 Skills Workshop 
Department of Services for the Blind (시각장애인 서비스국) 의 Youth Services Program 

(청소년 서비스 프로그램) 은 아동들에게 독립적인 생활 기술을 가르치는 Skills Workshop 

(기술 워크숍) 을 준비했습니다. 

2009년부터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이 이용하기 부족했던 여름 프로그램에 대한 

갈증을 말끔히 해결했으며, Expanded Core Curriculum (ECC, 확대핵심교육과정) 에 포함된 

기술 영역을 다루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활동은 ECC의 다음 영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 독립적 생활 

• 사회적 소통 

• 레크리에이션 및 레저 

• 기술 이용 

• 자기 결정 

이러한 경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또는 알고 있는) 경우, 이번 

여름에 Skills 워크숍에 등록할 수 있도록 당국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 Skills 브로셔(pdf) 보기 

https://dsb.wa.gov/our-services/youth-services/summer-programs/skills-multi-day-workshops
http://www.familyconnect.org/info/education/expanded-core-curriculum/23


 

예정된 Skills Workshop 
현재 예정된 이벤트가 없습니다. (이 섹션은 향후 Skills 이벤트에 대한 기본 정보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여름 DSB Skills Workshop이 취소되었습니다. 내년 

여름에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업데이트 및 추가 정보를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비용 
DSB는 현재 여름 프로그램 참가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은 부대비, 사회 

활동, 간식 등을 위해 현금을 지참해야 합니다. Skills 학생 필요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된 학생 및 가족에게 제공됩니다. 

 

DSB는 십대와 청소년을 위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가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지 Youth Workshops(청소년 워크숍)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당국의 여름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메일 

info@dsb.wa.gov 또는 전화 800-552-7103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https://dsb.wa.gov/our-services/youth-services/youth-workshops
mailto:info@dsb.wa.gov


 

LEAP 
https://dsb.wa.gov/our-services/youth-services/summer-programs/leap 

 

Youth Employment Solutions 1(YES 1, 청년 취업 솔루션 1), Youth Employment Solutions 

2(YES 2, 청년 취업 솔루션 2) 또는 Bridge (브릿지) 에 참여하고 싶지만 개별적인 독립 및 

생활 기술 훈련에 더 많은 실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Lifeskills Extended Assistance 

Program (LEAP, 생활 기술 확대 지원 프로그램) 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LEAP는 주 전역에서 1주 또는 2주간 진행되는 일련의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LEAP는 

직업 기술 습득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자립 생활에 더 많이 노출되고 생활 

기술 방식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LEAP 참여자는 다음 방법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직업 준비 교육을 받습니다.  

• 이력서 작성  

• 장래 고용주와 소통  

• 성공을 위한 복장  

• 인터뷰 준비  

학생들은 지역사회로 직접 나아가 재미있게 교류하는 다양한 실습 활동에 참여하고 자원 

봉사 활동을 통해 직업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또한 2주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유급의 시간제 취업 기회를 갖도록 근로 경험을 

제공합니다!* 점심식사를 준비한 후 학생들은 감독 하에 출퇴근 및 직장에 정시 도착, 

오리엔테이션 및 교통편 이용, 사회적 및 의사소통 기술을 포함하여 직장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연습합니다. 

예정된 Leap 워크숍 
현재 예정된 이벤트가 없습니다. (이 섹션은 예정된 LEAP 이벤트에 대한 기본 정보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https://dsb.wa.gov/our-services/youth-services/summer-programs/leap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여름 DSB LEAP 워크숍이 취소되었습니다. 내년 

여름에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업데이트 및 추가 정보를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비용 
DSB는 현재 여름 프로그램 참가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은 부대비, 사회 

활동, 간식 등을 위해 현금을 지참해야 합니다. LEAP 학생 필요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된 학생 및 가족에게 제공됩니다. 

 

DSB는 십대와 청소년을 위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가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지 Youth Workshops(청소년 워크숍)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당국의 여름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메일 

info@dsb.wa.gov 또는 전화 800-552-7103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학생들은 유급 근로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https://dsb.wa.gov/our-services/youth-services/youth-workshops
mailto:info@dsb.wa.gov


 
 

연중 인턴십 
https://dsb.wa.gov/our-services/youth-services/year-round-internships 

Department of Services for the Blind (DSB, 시각장애인 서비스국) 는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유급*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각 장애 및 시각이 손상된 학생은 학기 

중에 시간제로 일할 수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해 2020-21학년도 가을 학기에는 인턴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 및 추가 정보를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 학생들은 유급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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