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발달에 대한 염려가
있으시다면…

Snohomish County
Early Intervention Program
3000 Rockefeller Ave. M/S 305
Everett, WA 98201

.

스노호미시 카운티

영유아 조기 교육
프로그램
Snohomish County Early Intervention
Program

연락처
스노호미시 카운티 영유아
조기 교육 프로그램
425-388-7402 또는 1-800-927-9308로
연락하세요

EarlyInterventionProgram@snoco.org

자녀의 무료 성장 발달 평가를 위해 귀하와
방문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자녀가 본 프로그램 이용 자격이 있는 경우,
저희가:
 개별적인 가족 서비스 계획을 작성합니다
 지역사회 리소스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귀하가 자녀와 함께 자연스러운 학습
환경에서 학습과 성장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조기교육청의 허가 로고. 장애인 교육법의 재정 지원을 받는 영유
아 조기 지원 프로그램

신생아부터 3세까지의
발달 지연 유아를 위한
주 및 연방 정부
프로그램

Korean

스노호미시 카운티
조기 교육 서비스
 언어 치료, 작업 및 물리 치료 그리고
교육과 같은 조직적이고 포괄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의 활력을 키울 수 있도록 부모님과
유아 돌보는 분에게 개인 교습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상적인 학습 기회를 통해 아동의 발달을
향상시킵니다.

조기 교육이란?
조기 교육이란 가족과 유아
간의 협력 관계를 말합니다.
조기 교육 프로그램은 신생아부터
3세까지의 발달 지연 또는 장애
유아에 대한 성장 발달 및 학습을
지원합니다.

전문가

 다음과 같은 자연스러운 학습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정
 어린이집
 동네
 어느 곳이든 일반적인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이 살고, 배우고 노는 곳

협력 기관들 …
 All school districts in Snohomish County
 ChildStrive (formerly Little Red School House)
 Hearing, Speech & Deafness Center
 Kindering
 Listen and Talk
 Providence Children’s Center
 Seattle Children’s Family Conversations
 Sherwood ExCEL
 Wonderland Developmental Center

도움되는 웹 사이트
워싱턴 주 조기교육청 (The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Early Learning)

www.del.wa.gov/development/esit

스노호미시 카운티 발달장애부 (Snohomish
County Developmental Disabilities)

www.snoco.org
발달장애 검색

The Arc of Snohomish County
(조언하는 단체)

www.arcsno.org

우리는 부모가 어린이의 첫 번째 선생
님이라고 믿습니다.

워싱턴 주 발달장애부 (The State Division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www.dshs.wa.gov/ddd

제공처:
워싱턴 주조기교육청,
영유아 조기 지원 프로그램
Early Support for Infants and Toddlers Program

스노호미시
카운티 사회복지부
Snohomish County

Human Servi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