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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와 유아는 저마다 다르게 배우고 성장합니다. 어떤 아이는 늦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는 조금 일찍 걸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 또는 귀하가 돌보는 아이가 말하거나, 바르게 앉거나, 
균형을 잡거나, 기어 다니거나, 걷거나, 먹거나, 놀거나, 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려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기가 조기 출산되었거나 작게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기가 귀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귀하의 아이에게 다운 증후군, 뇌성 마비, 자폐증 또는 발달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발달 지연 및 장애에 대한 치료를 빨리 받을수록 아이들의 모든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기 개입 프로그램의 직원들은 
귀하의 아기가 건강하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발달 지연 또는 장애가 있다고 생각되는 3세 미만 아이의 
경우 조기 개입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조기 개입 과정 중 귀하를 도울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배정해 
드립니다.

귀하의 자녀를 주의 깊게 살펴 지연 증상의 여부 및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귀하의 자녀가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적격한 경우 귀하와 협력하여 
아이를 도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조기 개입 치료사와 선생님들이 귀하의 집, 자녀의 데이케어 센터에서 
귀하, 귀하의 자녀, 귀하의 가족 또는 베이비시터와 시간을 보내며 
귀하의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귀하께 알려드립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중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과 유용한 팁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귀하의 자녀가 세 번째 생일을 맞아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 귀하와 귀하의 자녀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전환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조기 개입 프로그램은 모든 단계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귀하의 자녀에게 발달 지연 또는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 개입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의사와 상담 또는 311번으로 전화하여 조기  
개입(Early Intervention)에 대해 문의하거나  
nyc.gov/health/earlyint를 방문하십시오. 

조기 개입 서비스는 기밀로 유지되고 자발적이며 수입, 이민 또는 보험 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무료입니다*.

*귀하에게 Medicaid를 포함한 건강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을 통해 조기 개입 서비스 금액이 
지불되며 귀하에게는 직접적인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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