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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중재 (EARLY INTERVENTION) 

 

조기 중재 (IE: Early Intervention)는 뉴욕 주 보건국 (NYS Department of Health)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발달 지연 (developmental delays)을 겪고 있는 영아 (infants)와 유아 (toddlers)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기 중재 (EI)는 3 세 이하의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가족지원과 상담, 시력 (vision) 관련 서비스, 보조공학 (assistive technology) 장치, 

심리학적인 (psychological) 서비스들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조기 중재를 위한 의뢰 요청 (Referring Children to EI) 

만일 당신의 자녀가 발달 지연 (developmental delay)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311 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아래에 나와있는 지역별 조기 중재 사무소 (Early Intervention Official)에 

연락하여 조기중재 (EI)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자녀가 조기 중재 (EI)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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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들 (Next Steps) 

의뢰 단계 (referral)가 시작되면, 서비스 코디네이터 (Service Coordinator)가 연결될 것입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당신이 가진 고민이 무엇인지, 부모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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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들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며, 원한다면 평가를 받을 때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조기중재 프로그램에 관한 부모 지침서 (A Parent’s Guide to the Early Intervention 

Program)’ 사본도 받게 될 것입니다. 

평가 결과, 당신의 자녀가 조기중재 (EI) 대상자라고 판정되면,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개별화 

가족서비스 계획안 (IFSP: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을 작성하기 위한 회의를 계획해야 하며, 

이것은 당신이 처음 조기중재 평가를 요청한 (referral) 날을 기준으로 45 일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당신이 조기중재 (EI)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할 것이고, 당신이 가진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것입니다. 조기중재 (EI) 서비스는 무상이며, 따라서 당신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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