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을 위한 NYS 유아 서비스 안내서 - 태아부터 5세까지
뉴욕주의 유아 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하려는 가족을 위한 리소스 안내서

가정 방문 (태아~5세)

가정 방문인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5세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임산
부와 가족을 돕습니다. 가정 방문은 가족 부담금 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근처에
서 진행 중인 가정 방문 프로그램 검색: 

www.bit.ly/homevisitingnys

가족들은 가정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은 커뮤니티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 치과, 정신 건강 서비스
• 보육 
• 조기 헤드 스타트 및 헤드 스타트
• 조기 개입 서비스
• 음식, 주거, 고용

미리 시작하십시오
가족에게 잘 맞는 보육 서비스를 찾
으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일 때부터 찾는 것도 좋습니
다. NYS 부모 포털(NYS Parent Portal)
에서 보육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습
니다. www.nysparenting.org

지역 CCR&R에 전화하십시오
거주 구역 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지역 보육 리소스 및 의뢰 기
관(Child Care Resource and Referral
Agency, CCR&R)에 연락하십시오. 다음
OCFS 웹사이트에서 목록을 찾아볼 수 있
습니다. www.bit.ly/ChildCareReferral

보육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보육과 관련한 비용을 금전적으로 지
원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 자세한 정보는 지역 CCR&R에 문의
하거나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www.bit.ly/ChildCareFunds

방문해서 문의하십시오
자녀 및 가족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찾는
최고의 방법은 방문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QUALITYstarsNY(QSNY)
QSNY는 조기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이 훌륭한 서비스를 받 , 
그 가족들이 직접 선택한 프로그램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NYS의 
품질 평가 및 개선 시스템입니다.

www.qualitystarsny.org

조기 개입
(0세~3세)

모든 카운티에는 장애 또는 발육 지연을
지닌 3세 이하의 유아를 지원하는 조기
개입 프로그램(Early Intervention Program,
EIP)이 있습니다. 서비스는 유자격 가족
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소속 카운티의
서비스 제공처 검색:

www.bit.ly/earlyinterventionnys

가족 구성원 또는
제공자가 조기 개
입 프로그램에 연
락합니다.

가족과 제공자
가 만나 적격 
여부를 판단합
니다.

EIP 서비스는 
아이가 있는 
가정 또는 보육 
환경에 제공됩
니다.

코디네이터가 가
족에게 연락해
EIP에 관한 정보
를 알려드립니다. 

유자격 가족이면
맞춤형 가족 서
비스 계획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IFSP)을 가
족과 함께 서면으
로 작성합니다.

IFSP 평가 주기는
6개월입니다.

귀하의 자녀는 
매년 재평가를 
받습니다.

조기 아동 교육 또는 미취학 특수 교육

조기 개입 서비스 포함 내역 예 :
• 언어 치료
• 물리치료

헤드 스타트(0세~5세)

헤드 스타트와 조기 헤드 스타트는 유자격 가족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합니다. 가족들은 비용 지불 
없이 종일, 반나절, 가정 방문 중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 검색: 

www.bit.ly/headstartprograms

헤드 스타트 지원
조기 교육 • 건강 • 정신 건강 
특수 교육 • 가족 건강

(3세~4세)

영아원은 아동의 학교 입학 준비를 돕습
니다. 서비스는 가족 부담금 없이 지역 학
군 또는 커뮤니티 기반 기관을 통해 무료
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지역 학군
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www.bit.ly/earlylearningnys

IEP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은 아동의 필요
충족 및 목표 달성을 위해 개발됐습니다.

연간 평가
아동의 발달을 평가하고 내년의 목표
를 설정하기 위한 평가 미팅이 매년
개최됩니다.

미취학 특수
교육
(3세~5세)

미취학 특수 교육은 미취학 장애 학
생으로 인정된 아동의 필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가족 부담금 없이 지역 학
군을 통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www.bit.ly/specialedn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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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법
• 가족 카운슬링 

주립 영아원
미취학 특수 
교육에는 개별 
교육 프로그램과 연간 
평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라며
놀며

배우며
보육(6주부터 12살까지)

NYS 아동 및 가족 복지국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 제공 정보:

• 보육 서비스 찾기
• 보육 비용 지불

웹사이트에서 유용한 영상 및 자료, 지역
보육 리소스 및 의뢰 기관 연락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www.ocfs.ny.gov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족 친화적인 웹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 NYS 부모를 위한 가이드(NYS Parent Guide)
• NYS 보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찾기 (NYS

Child Care and After School Program Locator)
• 시스템 통합 검색(Multiple Systems Navigator)
• 학생 출석 장려 운동(Every Student Present)

소아청소년과 의사:

WIC 센터:

식품 나눔터:

가정 방문 프로그램:

보육 리소스와 의뢰 기관:

카운티 조기 개입:

조기 헤드 스타트/헤드 스타트 코디네이터: 

학군:

지역 연락처

건강 보험 가입: 
www.nystateofhealth.ny.gov
1.800.541.2831

독극물 통제 센터: 
1.800.222.1222

위급 상황 시 텍스트 라인: 
741-741로 “Got5” 
라고 문자를 보내십시오

Growing Up Healthy 핫라인
건강 관리, 영양, 기타 가족의 필요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주일에 7일 24시간 동안
영어, 스페인어, 기타 언어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통화 내용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1.800.522.5006

Medicaid + Child Health Plus
귀하의 재정 상황이 특정 요건에 부합하면 가족
은 Medicaid 또는 CHP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
니다. NY State of Health 마켓플레이스 또는 다
음 번호로 Medicaid, CHP에 전화해 지원하십시
오. 1.800.698.4KIDS

NY State of Health 마켓플레이스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건강 보험을 구매, 비교,
가입하도록 돕는 온라인 리소스입니다.
www.nystateofhealth.ny.gov

치과 서비스 및 리소스
태아 및 아동의 구강 건강을 위한 리소스입니다.
다음 1.855.355.5777 또는 TTY 1.800.662.1220
번호로 전화하거나 www.bit.ly/dentalnys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사고 예방
SAFE KIDS NY는 아동의 사고를 방지하고 지역
연합체를 구성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다음의
516.881.7000 번호로 전화하거나 다음의
www.bit.ly/safekidsnys 사이트를 참고하십
시오.

기본 욕구 
(의복, 식사, 주거)
여성, 유아 및 아동 대상 특별 보조 영양 프로그
램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WIC는 유자격 유아, 아동, 임산부, 모유 수유모,
출산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원합니다.
www.bit.ly/wicnys

가족을 위한 NYS 유아 서비스 안내서 - 태아부터 5세까지
뉴욕주의 유아 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하려는 가족을 위한 리소스 안내서

가족 지원
유급 가족 휴가
NYS는 새로운 자녀와의 유대관계 형성, 중증 환
자인 가족의 간병, 군 복무로 가족 구성원이 해외
로 파견되었을 경우 긴장감 완화를 지원하기 위
해 고용이 보장되는 유급 휴가를 제공합니다. 다
음의 1.844.337.6303 헬프라인으로 전화하거
나 다음의 www.bit.ly/paidleavenys 사이트
를 참고하십시오.

NYS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새 이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 
커뮤니티 안내, 인력 개발, 모바일 영어 교육 및
법률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를 모든 이민자에
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다음의
1.800.566.7636 번호로 전화하거나 다음의
www.bit.ly/onanys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NYS 임시 및 영구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강화된
난민 프로그램 서비스(Enhanced Services to
Refugees Program)
언어 훈련, 건강 서비스, 취업과 같은 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도록 신규 이민자 가족을 지원합니다.
다음의 518.402.3096 번호로 전화하거나 다음
의 www.bit.ly/rsnys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친족 돌봄(Kinship Care)
정보 검색, 의뢰, 지원은 웹사이트
www.nysnavigator.org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 1.877.454.6463를 이용하십시오.

뉴욕 아동 학대 방지(Prevent Child Abuse NY)
부모를 위한 핫라인을 포함한 양육 지원 및 리소
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의 1.800.244.5373 번
호로 전화하거나 다음의 
www.preventchildabuseny.org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발달 장애
NYS 부모 모임(Parent to Parent of NYS)
발달 장애 아동의 가족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1.800.305.8817 번으로 전화하거나
www.parenttoparentnys.org 사이트를 참
고하십시오.

NYS 가족 모임(Families Together of NYS)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가 있는 아동의 가족
을 지원합니다. 다음의
518.432.0333 번호로 
전화하거나 다음의
www.ftnys.org
사이트를 참고하십
시오.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아동가족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아동복지국(Office of Child Care)으로부터 보조금 번호 90Tp005902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수록된 내
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으며, 아동복지국, 아동가족실, 미국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적격 여부 및 등록, 건강 보험, 세액
공제에 관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mybenefits.ny.gov/mybenefits/begin:

정신 건강
NYS 정신건강국(Office of Mental Health)
지역 리소스 및 서비스에 연락해 주산기 우울증,
아동 정신 건강, 가족의 기타 사회 정서적 필요를
위한 지원을 받으십시오. 위급 상황 시, 741741
로 GOT5라고 익명 문자를 보내십시오.
1.800.273.TALK (8255) 에 전화하거나
www.bit.ly/mentalhealthnys 사이트를 참
고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 산후조리원(Postpartum Resource Center
of New York)
출산 후, 가족에게 필요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헬프라인(1.855.631.0001)으로 전
화하거나 웹사이트(www.postpartumny.org)
를 참고하십시오.

중독 치료
NYS 약물 중독 서비스 및 지원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귀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면 연
중무휴(24/7) 운영되는 1.877-8-HOPENY
(1.877.846.7369) 에 전화하거나 HOPENY
라고 문자를 보내십시오(쇼트 코드 467369). 
중독 치료, 위급 상황/해독, 입원 치료, 재택 
간호, 외래 진료와 관련해서는
FindAddictionTreatment.ny.gov 또는
www.bit.ly/oasasnys 사이트를 방문하십
시오. 

건강과 안전
가정 폭력
NYS 가정 폭력 방지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귀하 또는 지인이 가정 폭력의 피해자이며 도움
이 필요하거나 긴급 쉼터 또는 정보가 필요하다
면 소속 커뮤니티 내 가정 폭력 프로그램에 전화
하십시오. www.bit.ly/dvhelpnys 사이트를
참고하거나 NYS 가정 및 성폭력 핫라인
1.800.942.6906으로 전화하십시오.영어, 스
페인어 및 다양한 언어를 지원합니다. 청각 장애
인 또는 귀가 잘 안 들리는 경우 711로 전화하십
시오.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SNAP은 귀하와 귀하의 가족을 위한 건강한 음식
구매를 돕습니다. www.bit.ly/snapnys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Home Energy 
AssistanceProgram, HEAP)
HEAP는 집 난방 비용을 지원합니다.
www.bit.ly/heapnys

지역 푸드 뱅크
지역 식품 나눔터의 도움을 받으려면 NYS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www.bit.ly/foodbanknys

쉼터 지원
현재 집이 없거나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지역의 사회 서비스국(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 연락하십시오.
www.bit.ly/housingnys

211nys
211 번은 기본 욕구를 충족하고 지원하려는 뉴
욕 가족들을 돕기 위한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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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 부모 포털
(The NYS Parent Portal)

www.nysparenting.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