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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언어 치료 서비스(Speech and Language Therapy Services)는 심각한 음성과 언어 
발달의 결함을 다루고 관련 기능 활동의 수준 향상과 기능 영역이 퇴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주 1-2회 제공 되지만, 기간과 서비스 
빈도수는  서비스 필요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보완 및 보조 공학 
기기(augmentative and assistive technologies)의 사용을 포함합니다. 

 

리저널 센터는 가족에게 가능한 일반 자원들 즉, 교육국, Medi-Cal, 주정부 아동 서비스 
(California  Children’s Services), 공공 또는 개인 보험등을 사용해 음성과 언어치료 
서비스를 받았는지 확인 후, 그 자원들이 고갈되었을 경우에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정은 요구한 서비스가 일반 자원(generic 
resources)으로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언어 치료 서비스의  필요성 결정은 음성 및 언어 병리학자의 평가를 기본으로 합니다.  
서비스의 필요성이 발견되면, 전문가는 서비스의 목적과 목표, 제한 기간, 측정 가능한 
결과, 서비스의 수준, 부모가 치료에 참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서비스 계획을 개발합니다.  
부모에게는 테라피에서 배운 방법들을 치료 세션 사이에 집에서 시행, 활용할 것이 
요구됩니다. 

3세 미만의 아동들의 경우, 연방법은 가족의 개인 보험이 해당 서비스 제공에 지연을 초래 
할 경우, 필요한 음성 및 언어 치료를 리저널 센터에서 구입하도록 합니다.  보험을 통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때 리저널 센터의 서비스는 구입 의무는 종료됩니다.  

3세 이상의 아동들의 경우, 교육국은 개별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동에게 음성 언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쉬는 동안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아동들에게 방학동안 주어지는 서비스도 포함합니다. 만약 교육국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리저널 센터는 리저널 센터가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 가족에게 먼저 일반 
자원(generic resources)전부를 사용할 것을 기대합니다. 

22세 이상 성인의 경우, 일반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리저널센터는 오직 
재활치료의 목적을 위해서만 언어 서비스를 구매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료 

아동이 서비스 계획에 있는 목표를 달성했거나 추가 서비스로는 이익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기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나이가 지났고 다른 재정 자원의 출처가 
아동에게 생기면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