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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발달장애 또는 발달지연 아동들은 비장애 아동들로 부터 배우고 상호작용의 
기회가 주어질 때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비장애 아동들도 장애 아동들과의 교류가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리저널 센터는 가능하면 아동이 
조기개입 치료 서비스를 일반 유치원들과 같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받기를 장려합니다.  
만약 일반 환경의 유치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또 아동에게 적합하다면, 리저널센터는 
장애 아동들만 다니는 격리된 환경의 유치원 서비스는 후원하지 않습니다.  

유치원 

리저널 센터는 2세가 된 아동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항에 해당 할 경우 일반 유치원 
프로그램을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이 공립학교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을 때 

 •  IFSP 팀이 아동의 기능성과 특수 요구(functional and special needs)가 
일반 유치원 환경에서 채워 질 수 있다고 시사했을 때 

발달장애 또는 발달지연 아동이 일반 유치원에 등록했을 때, 리저널 센터는 아동의 필요가 
더 많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 유치원의 직원들을 위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직원들의 트레이닝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아동을 위해 한정된 기간 동안 공급하는  
1:1 통합 지원의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동이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리저널 센터가 판단하면,  유치원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도록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파트타임 출석 만으로도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의 선택과 주당 출석 일수에 대한 필요성 결정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 기회, 
기능성 능력의 퇴보 또는 상실 방지, 가정 환경과 교통 수단 자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일반 유치원에 등록된 아동은 보충 지원으로 언어치료, 작업치료(occupational) 또는 
육체/물리치료(physical therapy)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 서비스 지원은 직업, 학업, 또는 직업 훈련에 종사하는  부모님들이 본인들의 
책임인 자녀양육을 위해 아동을 어린이 집에 맡기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저널 센터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유치원들로 부터 직접 서비스를 구입합니다.  만약  
유치원이 리저널 센터와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경우, 리저널 센터는 엘에이 카운티의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국(Los Angeles County by the California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에서 설정해 놓은 금액을 부모에게 상환합니다. 

서비스 재승인 

계속적인 조기치료 서비스의 필요성은 반기(semi-annual) IFSP 미팅때 검토됩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의 조기 시작 서비스 (Early Start Program)의 적격성이 만료되는 아동의 
3세에 종료됩니다. 

예외 

현재 아동이 리저널 센터의 서비스로 유치원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공립 유치원이 
개방되지 않는 7-8월 중 아동의 나이가 3세가 되고, 리저널 센터의 지속적인 서비스의 
적임성이 결정되면, 리저널 센터는 아동이 공립 유치원 프로그램에 등록 될 때 까지 
유치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