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ture Exchange Communication System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 LEVEL 1 워크숍

PECS LEVEL 1 워크숍 신청서
□참가자
성명(한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영문(수료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연락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금영수증: 개인소득공제용 휴대폰 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자용:사업자 등록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가인원: 선착순 30 명□등록비: 33 만원. □일정: 2019 년 1 월 26(토)~27(일) (2 일간)
□입금은행: 하나은행 912-910001-54104 윤경희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 요망)
□장소: 서울 오클라우드 호텔 B2 컨퍼런스룸 http://www.ocloudhotel.com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58 길 12 (서초동 1303-14) Tel. 02-3480-8640
신논현역 6 또는 7 번 출구 도보 2 분 (빨간색 교보타워 바로 뒷건물)

□주최: PECS KOREA 한국지사 www.pecs.com/ www.pecs-korea.com
PECS 한국지사 ☎02) 511-5212 Fax 02)511-7392 서울 강남구 학동로 338 B.1704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 은행입금시 신청서의 신청자 성함으로 반드시 입금하시고, 신청서를 e 메일 annie@pecs.com
또는 010-3177-6370 으로 사진을 찍어 반드시 선명도를 확인하고 문자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입금완료 확인 후 워크숍 참가신청이 보장되며, 신청서만 보내고 입금을 24 시간안에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신청대기자들을 위해 자동 취소됩니다. ※등록 확인 및 취소: 영수증은 워크숍 당일날
제공됩니다. 개인 소득공제용 또는 사업자일 경우 휴대폰 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위의 신청서에
정확히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워크숍 완불이후 취소를 원하실 경우, 환불은 불가하며 다음
기회의 워크숍 날짜로 대체됨을 알려드립니다.

PECS LEVEL 1 WORKSHOP 예상일정
일정

시간

DAY 1

9:40 am-5:00 pm

LEVEL 1 워크숍 등록

9:40 am

워크숍 강의 시작

10:00 am

PECS목표/ PECS 학습과 교육환경
자유 점심시간

11:45am-1:00pm

피라미드 접근식 교육/ PECS 준비
휴식시간
Phase l 물리적 교환

DAY 2

10:00am-5:00 pm

Phase ll 거리 & 지속
Phase lllA 단순 변별
자유 점심시간

11:45am-1:00pm

Phase lllB 다양한 선호물 그림간의 변별
Phase lV 문장 구조 & 한정사
휴식시간
Phase V “무엇을 줄까요?” 질문에 응답하기
Phase Vl 다양한 질문에 언급하기
PECS LEVEL 1 수료증 수여

5: 00 pm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은 개별질문 및 강의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료증은 국제적으로 미국과 동일한 PECS LEVEL 1 수료증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및 안내: PECS KOREA 한국지사 www.pecs.com/ www.pecs-korea.com
PECS 한국지사 ☎ 02) 511-5212 Fax 02)511-7392 서울 강남구 학동로 338 B.1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