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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학 치료(Medical therapy) 서비스는 소근육과 대근육, 언어 발달 부분에 심각한 
결핍을 다루는 작업치료(occupational), 물리치료(physical)와 음성과 언어(speech and 
language) 서비스들을 포함합니다.  의료/의학 치료는 기능성 수준을 향상시키고 특별한 
부분의 악화나 퇴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들은 자격증이 있는 임상 
전문가들에 의해 또는 그들의 감독하에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일주일에 1-
2회제공되며,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는  먼저 가족이 일반 자원들(generic resources) 즉, 교육 권한, 메티칼(Medi-
Cal),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California Children’s Services) 와 공공 또는 개인 소유의 
보험을 모두 소모한 후에, 의료/의학 치료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혜택 자격이 있는 가족들은 요구한 서비스들이 일반 자원으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증거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의료/의학 치료 서비스의 필요성 결정은 자격증이 있는 치료 전문가의 독립적 검토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 서비스의 필요성이 발견되면, 전문가는 정해진 기간동안의 
서비스 목표와, 결과 측정 방법, 서비스 수준과 부모의 참여 방법등을 개발하게 됩니다.  
부모는 치료에서 배운 테라피 방법들을 가정에서도 활용해야 합니다. 

 

음악, 연극, 말타기, 체조등의 다양한 레크리에이션(recreational) 활동도 때로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하지만  리저널 센터가 이 서비스들을 구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의학 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의 경우, 만약 가족의 개인 
보험이 서비스 받는 것에 대해 지연을 초래하면 연방법은 리저널 센터가 그 서비스들을 



구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의 서비스 구입 의무는 가족의 개인 
보험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을 때 종료됩니다.  

 

3세 이상 아동의 경우,  교육기관이 IEP의 일환으로 의료/의학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것은 방학 중에 아이의 기능성이 악화 되거나 퇴보될 경우에 필요한 치료 
서비스도 포함합니다.  리저널 센터는 가정내의 목표를 다루기 위해 서비스 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종료 

서비스는 아동이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했고, 독립적 검토 결과 아동이 추가 서비스로 더 
이상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또는 다른 자금 경로가 있을 경우에 종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