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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카운티 리져널 센터 (RCOC) 
Early Start/‘얼리 스타트’ 아동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저희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문의하시는 부모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유아와 영아(생후 0-36 개월) 및 그 가족에게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기 위해 이 목록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는 
개인과 가정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각 
아동에 맞춰 만들어지는 개별 가족 서비스 플랜(Individual Family Service Plan, IFSP)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RCOC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보험, 얼리 
헤드 스타트 (Early Head Start), 지역사회 센터 및 기타 등 다른 제공원의 서비스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평가 및 컨설팅 - 저희 등록 및 평가 부서(Intake and Assessment Unit)에서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RCOC에 대한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아동의 발달지체의 
정도와 어떤 유형의 서비스 및 지원이 필요한지 결정하고, 가족 건강 및 정신건강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공공자금 혜택에 대한 자격을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 RCOC 전문가들은 유아발달, 언어 치료, 작업 치료, 교육, 심리학, 행동개입, 의학, 유전, 
간호, 치아 위생, 약학, 보조기술, 정신건강, 재무 및 건강 혜택, 법학, 거주 옵션(Living 
Options) 등의 부문에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코디네이션 - 가족과의 개별화 서비스 기획, 지역사회 기관 또는 RCOC에서 
자금을 보조하는 서비스 의뢰 및 서비스 조율,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위한 변호, 
최소 6개월 또는 필요한 경우 더 빈번한 정기 검토. 

• 유아 발달 프로그램 - 전반적 지체 혹은 2개 분야 이상에서의 지체를 보이는 아동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유아발달 전문가들이 수업을 진행하며 영유아들이 유아발달 및 
의사소통 능력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치료 프로그램: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행동치료 – 치료사들이 진행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 및 그룹을 통해 부모님들이 집에서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자녀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담당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개인보험이나 Medi-Cal (메디켈 - 주 의료보험)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 행동개입/행동치료 서비스 – 행동개입 서비스는 부모/보호자들이 행동개입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개별화 및 실제 사례를 이용해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코페이 (co-payment), 공동보험료 및 공제액 – 가족이 의료적 필요한 치료를 보험으로 
받는 경우, RCOC는 보험의 코페이(co-payments), 공동보험료(co-insurance) 및 
공제액(deductibles) 문제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의 
경우)(WIC 4659.1). 

• 의료, 치과 및 간호 서비스 – 개인 보험, Medi-Cal 또는 EPSDT(Early and Periodic 
Screening, Diagnostic and Treatment: 조기 및 정기 검사, 진단 및 치료 프로그램) 같은 
다른 의료 재원이 없는 아동에 대한 의료, 치과 및 간호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특별한 의료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 평가 혹은 재택 
간호 관리(in-home nursing care)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통역 서비스 – RCOC는 RCOC와 미팅 시 원활한 소통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보육 –일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일반적인 보육 제공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보육 환경이나 가정에서 보육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레스핏 (Respite: 임시휴식)–중대한 자기 돌봄 능력 결핍, 상시적인 의료 치료 또는 
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간호와 보육의무를 벗어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교통 – 개인/가족의 필요에 따라, RCOC는 대중교통, 준공공교통 등의 적절한 
서비스에 가족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가족 지원 - 컴포트 커넥션패밀리 리소스 센터(Comfort Connection Family Resource 
Center - FRC)에서 광범위한 정보와 지원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FRC에서 관심 
분야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COC웹 사이트에 있는 Family Support 
(가족 지원) 탭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www.rcocdd.com). 

• 유아발달 세미나 - 컴포트 커넥션 패밀리 리소스 센터에서 격월로 주최하는 정보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arly Start (얼리 스타트) 가족의 관심 주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행하며, 정기적으로 다루는 주제로는 문제가 되는 행동, 
수면장애, 식사 문제, 용변 훈련 등이 있습니다.  

• 3 살 되기 준비(Moving on At 3) – Early Start (얼리 스타트) 직원은 교육구와 협력하여 
아동이 ‘얼리 스타트’에서 교육구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때 부모님들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정보를 격월로 공유합니다.  이는 컴포트 커넥션 패밀리 리소스 센터와 저희 
‘얼리 스타트’ 전문가들이 준비합니다. 

• 지원 그룹 (Support Group) – RCOC는 오렌지 카운티 전역의 다양한 부모 지원 그룹을 
위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체 목록을 받아보시려면 컴포트 커넥션 (FRC)에 714-558-
54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지역사회 기관, 행사 및 기타 일반 정보 의뢰는 담당 서비스 코디네이터 및 컴포트 커넥션 
패밀리 리소스 센터 FRC (714-558-5400)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http://www.rcocdd.com/


추가 서비스 설명은 Title 17 of the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Title 17 regulation, Section 54342 웹사이트 링크입니다 -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08DD8A7A6FED4632AD2C129CC76F5F
E9?viewType=FullText&originationContext=documenttoc&transitionType=CategoryPag
eItem&contextData=(sc.Default)&bhcp=1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RCOC 는 Regional Center of Orange County (오렌지 카운티 리져널 센터)의 줄임 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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