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리 스타트(EARLY START)란 무엇인가요?

발달 지연/장애가 있거나 발생 위험이 있는 영유아 및 가족들을 위해 편성된 조기 개입 서비스의 주 전체 기관 간 시스템입니다. 코로나 19
기간 동안 리저널 센터가 개방 운영되고 있으며 얼리 스타트 의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발달 지연이나 비정형 발달이 의심되는 경우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선별검사

의뢰 요청

참여

• 시각 또는 청각을 포함하여
인지, 소통, 정서 및 사회성,
적응, 신체 및 운동 발달
영역에서 한 가지 이상 발달
지연을 보이는 경우

• 지역 교육 기관
http://www.cde.ca.gov/sp/
se (저출현 시각, 청각, 지체
장애 아동에 해당)

• 컨퍼런스 콜을 통해 참여하기

다음의 경우 조기 중재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알려진 병인의 위험 상태가
확실하며 발달 지연의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경우

• 전문 인력이 진단한 생의학적
위험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심각한 발달 장애로 발전될 수
있는 고위험군으로 간주되는
경우

• 지역 리저널 센터
https://www.dds.ca.gov/rc

• 45일 이내에 리저널 센터
혹은 지역 교육 기관에서 다음
항목을 시행하게 됩니다:
• 서비스 담당 코디네이터
배정
• 부모 동의 얻기

• 평가 일정 조율 및 완료

• 강점 및 서비스 육성을 위한
개별 맞춤형 가족 서비스
계획(IFSP) 개발

• 치료 계획 단계에서 문서를
통한 의사소통으로 커뮤니티
자원과 협력하기
• IFSP 회의에 참석하기

• 의견을 제공하고 평가팀의
피드백 받기

• 당신은 가족과 조기 중재 절차
사이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족 자원 센터
웹사이트 http://www.frcnca.or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보기

• 연구에 따르면 양질의 조기
중재/유아기 발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의 경우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 특수 교육 및 기타 전문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감소
• 언어 능력 향상

• 영양 상태 및 건강 개선

• 아동 학대/방임 경험 빈도
감소

• 가정이나 지역 사회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

• 의뢰 요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ds.
ca.gov/services/early-start/
what-is-early-start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얼리 스타트 의뢰 요청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 및/또는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번호 1-800-515-BABY 또는 이메일 주소
EarlyStart@dds.ca.gov.로 얼리 스타트 베이비라인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