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및 걸음마기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KOREAN

발달 지연이나 장애를 가진 신생아부터 3세까지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과 지역사회가 협력하기

누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나요?

우리 아이의 발달 상태가
우려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분들로 저희 조기 개입
팀이 구성됩니다:
• 특수 교육자
• 언어치료사
• 작업요법사
• 물리치료사
• 사회복지사
• 간호사
• 심리학자
일차진료자는 위의 전문가들 중에서
명시됩니다. 이 전문가들은 코칭
접근범을 사용하여 당신이 자녀의
발달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자신감과
역량을 쌓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는 비슷한 연령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발달상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가족들을 위한 우리의 일은 필요를
확인하기, 가족과 지역사회 활동에
아이의 참여를 독려하기, 정보 및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이의 관여와
독립성, 사회성 및 학교 입학 준비
부분의 성장을 촉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영아 및 걸음마기 아동 프로그램
조기 개입 서비스실
410-313-7017
earlyinterventionservices@hcpss.org

우려되는 점이 있으면
410-313-7017로 연락 주십시오.

연락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신의 자녀가 자격이 된다고 결정되면
귀하와 만나게 될 일차 진료자가
배정되어, 당신의 가족 그리고/혹은 아동
돌보미 제공자 에게 Routines-Based
Interview(일상에 근거한 인터뷰)를
실시하게 됩니다. 두시간에 걸친 이
인터뷰를 통해 진료자는 당신의 우려와
우선순위가 일상 활동 전반에 걸쳐
다룰 수 있는 실생활적이고 기능적인
결과물이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같은 결과물을 문서화 하기 위해,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 플랜(IFSP) 이라
불리우는 공식적 플랜이 개발됩니다.

조기 개입의 목표는 발달
지연을 보이는 아동을
포함 모든 가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워드 카운티에 거주하며 어느
부분에서든 자녀의 발달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조기 개입실 (Office
of Early Intervention)로 연락해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첫 걸음을 내딛을 때나 처음으로 미소
지을 때, “빠이빠이”하며 손을 흔드는
등이 발달상의 지표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놀고 학습하며 말하고
행동하며 움직 이는가(기어 다니기,
걷기 등)를 통해 지표들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 전화에서 우려 사항을 이야기
해주시면, 조기 개입 서비스 수혜 자격의
결정을 위해 카운티 진단 센터(County
Diagnostic Center)에서 평가를 받도록
시간 약속을 잡아드릴 것입니다.

저희 전문적인 조기 개입 팀은
-아동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또는 돌보미가 아이의 학습과
발달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게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방문합니다. 가족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의 경험과 상호작용을
확인하도록 격려하면서 우리는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의 협력적 협의를 통해
진전상황을 지원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이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전형적으로 서비스는 가정이나
아동돌보미 시설, 유아원 또는 지역사회
장소 등 자녀가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주중에 제공됩니다. 시간은
우선 주중 45분간의 방문으로
구성되는데, 각 자녀와 가족의 필요에
따라 시간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3-5세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아동 조회 프로그램
카운티 진단 센터
410-313-7046
자격이 되는 아동과 가족을 위해서는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Maryland Infants and Toddlers
Program 소개를 받으시려면,
https://referral.mditp.org 를 참조
하십시오.

방문시 기대하실 것:
우리는 모든 가족과 돌보미들이
아이의 학습 및 발달을 향상 시키도록
지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부모가 다른
일을 하는 동안 아이에게 치료를 제공해
주는 것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은 프로그램과 활동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성별, 장애, 혹은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보이/걸 스카우트 및 기타 지정 청소년 그룹으로의
평등한 접속을 제공합니다. 다음의 직원이 비-차별 정책에 관한 질문들을 다루도록 배정되었습니다: 평등보장실의 매니저, Howard County Public School System, 10910
Clarksville Pike, Ellicott City, MD 21042, 410-313-6654(전화), 410 313-1645(팩스)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비-차별 통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dcrobcolp01.
ed.gov/CFAPPS/OCR/contactus.cfm을 통해 귀하가 해당되는 지역 사무실 주소와 전화 번호를 받거나 1-800-421-348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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