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스펙트럼 장애란 무엇
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자폐증은 복합적인 뇌기능의 발달 장애
를 일반적으로 이르는 용어입니다.

이 자폐증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이 복합적인 장애는 포괄적으로 자폐 스
펙트럼 장애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유병률은 출산 88명 당 한 명꼴로 추
정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유병

하워드 카운티
자폐인 협회

률은 73 명 당 한 명꼴입니다.


“스펙트럼”이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증상, 능력, 그리고
장애의 수준을 이르는 용어입니다.

하워드 카운티에는 700명 이상의 학생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미국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발달 장애입니다.*

*http://www.autism-society.org/

지원 제공
인식 증진 홍보

어떤 사람은 가벼운 장애가 있는가 하면
장애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사람도 있습
니다.

하워드 카운티 자폐인 협회는 자폐증을 가진 개

변화를 위한 옹호

인의 자존감과 독특성을 가치있게 여기는 인식
증진을 홍보, 또한 서비스와 교육 기회의 질과 접

자폐증의 특성은 무엇입니
까?

근권을 향상 시키는 사업을 통해 자폐 스펙트럼
을 가진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을 위한 정
보, 지원 그리고 옹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성을 일반화 하기는 쉽지만, 자폐증을
가진 두 개인은 각기 다릅니다.
단지 외모만 보고 어떤 사람이 자폐증을
가지고 있다고 알수 없습니다.
자폐증은 일반적으로 행동적 특성을 통
해 진단됩니다.
보통 사회적 상호 작용, 의사소통 그리고
행동 부분에서 어려움을 보입니다.

하워드 카운티 자폐인 협회
10280 Old Columbia Rd, Suite 215
Columbia, MD 21046-2378
410.290.3466
www.howard-autism.org
페이스북에서 만나요!
하워드 카운티 자폐인 협회는501(c)(3)
비영리 법인 단체입니다.

20 주년 기념
www.howard-autism.org
410.290.3466

하워드 카운티 자폐인 협회 환영 인
사말
하워드 카운디 자폐인 협회의 중심부에는 자폐
증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와 다른
자폐아들이 세상에서 설 자리를 찾도록 도와주
려는 사랑이 가득한 영향력과 동력으로 창립된
단체입니다. 저희 위원회의 대다수는 자폐의
세계에서 각기 다른 여정을 거치며 맺어진 부
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폐증을 가진 모든 사
람들이 설 자리가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진행하는 많은 사업의 방향은 인
식 증진과 자폐증의 복잡한 특징들에 대한 일
반 대중의 교육입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자폐
증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자폐증을 가진 사람
과 그 가족들을 보다 큰 공동체 안에서 더 잘
맞이하고 지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 주년 기념

가족과 지역 사회를 위한 제공 서비스
 지원 그룹 월례 정기 모임은 자원센터에서 일반적
인 지원 서비스와 초청 연사를 모시고 자폐증에 관한
여러 주제의 강연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매달 아스퍼거 그룹과 과도기와 성인문제 그룹의
월례 정기 모임을 주체합니다.
 단체 야유회 및 행사는 일년 내내 회원들과 가족들
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수영파티,
야간 피트니스, 암벽타기, 스노우 튜부 (튜부 눈썰매),
롤러스케이팅, 볼링, 영화 관람, 페어런츠 나이트 아웃
(아이를 맡기고 부모들이 밤에 외출하는 서비스) 는 여
러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자폐증 교육은 하워드 카운티 종합 병원, 하워드
카운티 경찰서, 하워드 카운티 소방 구조대 , 하워드 카
운티 레크리에이션과 공원부, 그리고 하워드 카운티 도
서관 같은 지역 사회 협력단의 요청에 따라 제공합니
다. 또한 학교 단체, 그리고 대학의 특수 교육 및 사회
복지 수업 강의도 합니다.
가족 옹호 및 부모 교육 연수회 그리고 ASD 브라
운베그 시리즈 (도시락을 먹으면서 참석하는 프로그
램)은 부모들이 특수 교육과 자폐증 치료 요법과 관련
된 주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AMC 감각친화적 영화 이벤트는 AMC 컬럼비아에
서 한달에 한번 주체합니다. 실내 조명은 약간 어둡게
하고, 음량은 줄이고, 예고편 없이 영화를 시작하며 관
객들은 필요에 따라 영화관 내를 자유로이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섬세한 산타와 섬세한 부활절 토끼와 함께 컬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
스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 하시면 저희 자원센
터에 연락 주세요: 410-290-3466.

럼비아 몰 나들이는 정상 영업 시간 전에 환하게
조명이 켜진 조용한 몰에서 아이들이 명절 중 가

회원이 되세요!
www.howard-autism.org
네, 저는/우리는 하워드 카운티 자폐인
협회의 회원으로 오늘 가입하겠습니다. – 연
회비는 $25 입니다.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oward County Autism Society (하워드
카운티 자폐인 협회) 앞으로 발행한 수표를
동봉 했습니다.
출금액 $_____________________
Visa/MasterCard (비자/마스터카드) 로
결제해 주세요.
출금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좌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만기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자리 보안코드 _____________________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양식을 지불금과 함께 아래 주소로 보내
시기 바랍니다.

장 인기있는 이들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
니다.
911 경보는 하워드 카운티 경찰서와 협력으로 자
폐증을 가진 아이가 있는 가정을 표시하고 최초 대처
자가 그 집에 자폐증을 가진 아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Howard County Autism Society
10280 Old Columbia Road, Suite 215
Columbia, MD 21046-2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