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결과 설문서
수정판
A 부: 가족 결과

조금

약간

거의

전적으로

결과 1: 귀하 자녀의 장점, 필요성 및 능력 알기
1.
우리는 우리 아이의 성장 및 학습에 관한 다음 단계를 알고 있다.
2.
우리는 우리 아이의 장점과 능력을 알고 있다.
3.
우리는 우리 아이의 지체 및 필요한 것에 관해 알고 있다.
4.
우리는 우리 아이에게 진전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알 수 있다.
결과 2: 귀하의 자녀를 위한 귀하의 권리 및 옹호 알기
5.
우리는 우리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으며 이용할 수 있다.
6.
우리는 우리 아이가 특별히 필요한 것에 관련되는 우리의 권리를 알고 있다.
우리는 질문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7.
알고 있다.
8.
우리는 우리 아이가 프로그램을 떠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9.
우리는 우리 아이 및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도움을 편안이 요청할 수 있다.
결과 3: 귀하의 자녀가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돕기
10. 우리는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도록 도와줄 수 있다.
11. 우리는 우리 아이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12. 우리는 우리 아이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처리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13. 우리는 일과 중 우리 아이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결과 4: 보조 시스템이 있음
14. 우리는 가족 및 친구들과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에 관해서 편안하게 대화한다.
15. 우리는 들어주고 걱정해 주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있다.
16. 우리는 비슷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아이의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다.
17.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있다.
18. 나는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즐기는 것들을 할 수 있다.
결과 5: 커뮤니티 이용하기
19. 우리 아이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 오락 또는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 우리는 우리가 가족으로서 즐기는 것들을 할 수 있다.
21. 우리는 의료 및 치과 필요성을 충족하고 있다.
22. 우리는 아이를 돌보는 일이 해결되어 있다.
23. 우리는 교통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
24. 우리는 식품, 의복 및 주거 필요성이 충족되어 있다.

전혀 아니다

지시사항: 가족 결과 설문서 A 부는 귀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귀하가 보조해 주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하 각 질문 마다 어떤 질문이 현재 귀하 가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인지 선정하십시오: 전혀 아니다, 약간, 거의 또는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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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결과 설문서
수정판
B 부: 초기 중재의 도움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조금 도움이 되었다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시사항: 가족 결과 설문서의 B 부는 초기 중재의 도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하 각
질문 마다 지난 해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초기 중재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 지를
선정하십시오: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조금 도움이 되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또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귀하의 권리 알기
초기 중재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1.
귀하와 귀하의 자녀를 위한 서비스 및 보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주었는가?

    

2.

귀하의 자녀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련되는 귀하의 권리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주었는가?

    

3.

귀하가 질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주었는가?

    

4.

귀하의 자녀가 프로그램을 떠날 때 선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주었는가?

    

5.
귀하의 권리를 귀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주었는가?
귀하의 자녀가 필요한 것 알리기

    

초기 중재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6.
귀하 자녀의 지체 또는 필요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주었는가?

    

7.

귀하가 선정한 것을 듣고 존중했는가?

    

8.

귀하 자녀와 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서비스나 사람들과 연결해 주었는가?

    

9.

귀하 자녀와 가족의 장점과 필요한 것에 관해 상의했는가?

    

10.

귀하 자녀 및 가족을 위해 귀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상의했는가?

    

11. 귀하 및 귀하의 가족과 좋은 관계로 발전하도록 했는가?
귀하의 자녀가 발육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초기 중재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12.

귀하의 자녀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주었는가?

    

13.

귀하의 자녀가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지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주었는가?

    

14.

귀하의 자녀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주었는가?

    

15.

귀하가 하는 일들이 귀하의 자녀가 배우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
주었는가?

    

일과 활동에 귀하의 자녀를 어떻게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관해서 상의했는가?

    
    

16.
17.

귀하의 자녀가 언제 진전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귀하와 협조해서 일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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