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FACT SHEET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동안 조기중재서비스에 관한 조항들

조기중재와 Covid-19
Empowering families, professionals,
and others interested in the well-being
and education of children and youth

이 팩트쉬트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조기 개입 (EI)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 할 수 있습니까?
● IFSP (개별화
가족서비스 계획),
FIM (가족 정보 회의)
또는 TPC (전환 계획
회의) 미팅는 어떻게
되나요??
●
초기 평가
●
연례 및 출구 평가
● Telehealth(원격의료
상담)으로 한
조기중재 모범사례

{and more}

가족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유행기간중 조기중재를 받는 자녀들에게
가능한 서비스들을 찾아볼수 있습니다.
조기 개입 (EI)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 할 수 있습니까?
미국연방교육부의 특수교육 프로그램 국 (OSEP)은 조기중재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예를 들어 다른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EI 제공자를 사용하거나 부모에게 상담 서비스와 같은 수단등,
대체수단을 통해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OSEP, 3/12/2020). 뉴저지 보건부는 "대체수단”이란 가족의
동의하에 통신 및 Telehealth(원격의료상담서비스) 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NJEIS (뉴저지 조기중재시스템)는 What 's App, Skype,
Zoom, Go to Meeting, FaceTime 및 전화 또는 전화회의와 같은
통신기술 플랫폼을 사용하여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비스 제공자가 청구 가능한 비용입니다.
NJEIS 제공자들은 이메일 또는 문자로 통신 할 수 있으나, 이는 청구
가능한 비용이 아닙니다.
IFSP (개별화 가족서비스 계획), FIM (가족 정보 회의) 또는 TPC (전환
계획 회의) 미팅는 어떻게 되나요?
NJEIS는 위에서 언급 한 것과 같은 통신기술 플랫폼이 회의에 사용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모든 회의 및 모든 참가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초기 평가
NJEIS는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평가가 임상목적이라는 면에서는
특이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격성을 위한 평가
방법으로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조기중재 신청이 여전히 입력되고 있지만, 지연이
예상됩니다. 만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평가과정이
지연이 된다면 이에 대한 문서화가 요구됩니다.
연례 및 출구 평가
연례 및 출구 평가에 관한 NJEIS 정책은 보류 중입니다. 현재, 서비스
자격유지는 아이의 진전보고 기록 및 외부 평가와 같은 임상정보를
기반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출구회의는 현재 열리지 않습니다.
Telehealth(원격의료상담)으로 하는 조기중재 모범사례
NJEIS는 Telehealth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 사례를 위한 팁을
개발했습니다. 서비스 문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SPAN Parent Advocacy Network
35 Halsey St., 4th floor
Newark, NJ 07102
VOICE: (973) 642-8100
FAX: (973) 642-8080
TOLL-FREE: (800) 654-7726

➢ 가족을 포함한 모든 팀원들간의 소통
➢ 자녀가 telehealth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
➢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요구사항을 문서화해야 함 (아래계속)

VISIT US ONLINE

spanadvocac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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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health (원격건강상담) 절차
➢ 허용되는 서비스 : 가족 교육, 작업치료, 사회 복지 서비스,
언어치료, 발달 중재
➢ FER FERPA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를
준수해야하며, 녹음/녹화를 남길 수 없음
Telehealth 기술
➢ 제공자는 보안을 위해 encryption(암호화) 사용해야 함
➢ 약속 날짜 / 시간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의사 소통해야 함
➢ 장비가 완전히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화면의 선명도와 볼륨에 대해 소통해야 함
➢ 원격세션 중에 다른 모든 프로그램을 닫아야 함

서비스 제공하기
➢
➢
➢

자녀와 함께 서비스 세션에 참석할 사람을 결정해야 함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함
산만한 것들을 제거 (예 : 상당히 방, 전화 끄기)해야 함

원격 의료 제공자에 대한 가이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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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 / 보충 서비스
일반적인 상황에서 조기개입 시스템
(EIS)은 누락된 서비스에 대한
보충서비스 제공의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 정책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실무자 나 시스템상의 이유로 인해
누락되거나 중단 된 서비스가있을 때
가족에게``재 예약‘’ 또는``보충서비스"
를 제공해야 합니다.
EIS는 보충서비스에 관한 정책 # 14를
업데이트 할것이며 아래링크에서
그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www.nj.gov/health/fhs/eis/forproviders/policies-procedures/
/policies-procedures/.

서비스목표를 검토한다
가족들이 목표를 달성할수 있도록 전략을 제공한다
서비스 세션을 요약한다
가족의 질문에 답변한다
가족에게 telehealth 기록 열람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프리스쿨로의 전환
현상황으로 인해 연방교육부는 조기개입에서 유치원으로의
전환에 관련한 타임라인포기 법률권한을 승인하도록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법률포기는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어린이가
3 세 생일이 지났음에도 프리스쿨 특수교육 적격성을 위한
평가를 할수 없는 경우, 조기개입 기금을 사용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 법률적용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가족이 조기개입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3 세가
된 후에 제공되는 EI 서비스에 대해 가족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부모님들은 조기
개입코디네이터, 또는 SPAN 학부모 권리옹호 네트워크 (800)654SPAN 에 연락하셔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NJ Early Intervention의 업데이트관한 정보
www.nj.gov/health/fhs/eis/

더 알아보기:
조기 개입에 관한 연방 규정은 장애인
교육법의 파트 C입니다. Part C의 NJ
신청서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j.gov/health/fhs/eis/docu
ments/NJEIS%20Part%20C-Application2018%20(002).pdf.

(800) 654-SPAN (7726)
(973) 642-8100
spanadvocacy.org

facebook.com/
parentadvocacynetwork

twitter.com/ linkedin.com/company/
span-parent@spanvoice
advocacy-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