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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irst

부모부모  지원지원  리소스리소스
부모 지원 리소스(Parent support resources)
는 가족을 돕는 도구입니다. 이 리소스는 
다른 부모를 만나거나,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놀게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모든 과제를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부모 교육자와 여러분을  
연결시켜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WithinReach는 가족이 복잡한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시스템을 알아보도록 도와주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WithinReach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ithinreachwa.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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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Reach는는  누구인가요누구인가요? 
WithinReach는 모든 가족이 특별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편견 없이 
포용적인 태도로 가족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지원 리소스에 대해 상담해드립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나 처지에 대해 시간 제약 없이 
가족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WithinReach는는  무엇을무엇을  하나요하나요?
WithinReach 직원은 여러분의 가족과 협력하여 
귀하의 필요에 부합하는 양육 리소스를 
찾아줍니다. WithinReach 활용의 이점:

º  직원과의 편리한 소통
º  사용자가 자신의 우선순위를 식별 

º  직원이 개인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김

º  위치와 교통 필요에 따른 맞춤화된  
리소스 검색이 가능함

º  직원이 적합성 및 등록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음

º  귀하의 필요를 기준으로 소개
º  리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withinreachwa.org

무엇을무엇을  기대할기대할  수수  있을까요있을까요?
1. WorkFirst 직원이 여러분을 WithinReach

로 소개합니다. 

2. WithinReach는 여러분의 지역 내에  
있는 프로그램을 조사하게 됩니다. 

3. WithinReach는 귀하에게 전화, 문자  
또는 이메일 전송을 합니다.

 •  직원이 귀하의 가족과 연락하기  
위해 몇 가지 시도를 합니다.

 •  직원이 여러분에게 연락하지  
못하면 음성메일을 남길 것입니다.

4. WithinReach는 귀하의 문제와 
우선순위를 듣습니다. 

5. WithinReach는 귀하의 필요에 가장 
부합하는 리소스를 연결시켜 줍니다. 

6. WithinReach는 논의한 리소스의  
목록을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7. WithinReach는 가능하면 지역사회 
리소스/프로그램으로 연결합니다.

어떤어떤  리소스를리소스를  이용할이용할    
수수  있습니까있습니까? 
부모 지원 리소스는 가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WithinReach는 예비 가족과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을 위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여러분 가족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리소스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사용 
가능한 리소스는 귀하의 주거 상황, 우편번호,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양합니다. 

부모부모 지원지원 리소스의리소스의 예시예시:

출산 수업

부모 교육 수업

놀며 배우기 그룹

임신과 출산 용품 

둘라(Doula) 서비스

가내 부모 지원 프로그램: Early Head Start, 
Parents as Teachers, Nurse Family Partnership, 

Open Arms Outreach Doula Program, 등

새로운 부모 지원 그룹

Head Start/ECEAP 프로그램

https://withinreachw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