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 이하 장애  
어린이 가족을  
위한 가족 지원 서비스

메릴랜드주는 각 관할 지역에 21세 이하 

장애 어린이의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 지원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족 지원 서비스 연락처는 웹 사이트  

www.mdecgateway.org에 있습니다. 장애 

어린이 식별에 대한 추가 지원 또는 정보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전화하십시오.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Division of Special Education/ 
Early Intervention Services 
Family Services and Interagency Branch 
200 West Baltimore Street, 9th floor 
Baltimore, Maryland 21201
수신자 부담 전화 1-800-535-0182 
팩스 410-333-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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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어린이의 경우 학부모 참여의 

중요성은 더욱 클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강점 그리고 장애가 자녀의 

발달 또는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일한 또는 최고의 정보원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장애인교육법(IDEA)은 자녀의 

능력을 평가하고 자녀의 독특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개별가족서비스계획(IFSP) 
또는 개별교육프로그램(IEP)을 작성하는 

팀의 동등한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교육부(MSDE), 특수교육국/

조기개입서비스과(DSE/EIS)는 IDEA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영유아 

프로그램 및 지역 학교 시스템을 모니터링 

및 지원하고 조기 개입 및 특수교육 

계획에 대한 가족의 완전한 참여를 

뒷받침합니다.

메릴랜드주 교육부
특수교육국/조기개입서비스과

저희에게 
전화하십시오!

장애 또는 

지체를 갖고 

있는 자녀를 

귀하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지원 및 

자료를 

원하십니까?

귀자녀의 
IFSP 또는 IEP 
계획 수립에 
부모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조기 

개입 또는 

특수교육에 

대한 정보를 

원하십니까?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는 가족이 
그의 발달 및 교육에 
참여할 때 학교에서 
더욱 성공합니다. 

• •

1-800-535-0182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Family
Support
Services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Division of Special Education/Early Intervention Services

Preschool-Partners

메릴랜드주 교육부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서 또는 프로그램 접근권 제공 문제에서 인종, 

피부색, 성별, 연령, 출신 국가, 종교 또는 장애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정책에 

관한 문의는 평등보장준수분과 전화 410-767-0246, 팩스 410-333-2226, 또는 TDD 410-333-6442
로 연락하십시오. • 본 문서는 미국 교육부 특수교육재활서비스실, IDEA, 파트 B, 보조금 번호 
H027A080035A의 자금으로 특수교육국/조기개입서비스과가 작성 및 발표한 것입니다. • 여기 

표현된 견해는 미국 교육부 또는 기타 연방 기관의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간주해서도 안 됩니다. • 본 정보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독자는 본 문서를 복사 및 공유해도 

좋지만 메릴랜드주 교육부 특수교육국/조기개입서비스과를 명시하기 바랍니다. • 장애미국인법

(ADA)에 의거 본 문서는 요청 시 대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가족 서비스 및 기관간 분과 전화 
410-767-0858, 팩스 410-333-1571로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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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개입서비스과 (DSE/EIS)는 장애 어린이의 

부모가 자녀를 위한 조기 개입 및 특수교육 서비스를 

계획하는데 충분히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지역 가족 

지원 서비스 코디네이터의 네트워크를 유지합니다.

메릴랜드주 가족 지원 서비스 
코디네이터 네트워크

가족 지원 서비스 코디네이터

각 메릴랜드 관할 지역의 가족 지원 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업무: 

조기 개입 및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질문에 답변 • 

가족 사이의 연계 촉진 • 자료 제공 및 도서관 자료 

대여 • 부모 교육 조직 • 부모 지원 그룹 촉진 • 이행 

계획 수립 시 가족 지원 • 지역 조기 개입 시스템 및 

지역 학교 시스템 관련 우려사항 해소를 위해 학부모를 

비공식적으로 지원 • 지역 조기 개입 시스템 및 지역 

학교 시스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메릴랜드주의 

공식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가족 지원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장애 어린이의 가족을 

기꺼이 도와 드립니다. 저희에게 전화하십시오!

가족 지원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3세 미만 어린이의
가족의 경우

보육원  
파트너 
코디네이터

3~5세 어린이의
가족의 경우

3~21세 어린이의
가족의 경우

성공을 위한 
파트너
코디네이터

지역 관할
가족 지원  
네트워크
3세 미만

보육원 파트너
3 ~ 5세

성공을 위한  
파트너
3 ~ 21세

Allegany 카운티 301-689-2407 301-689-2407 301-689-2407

Anne Arundel 카운티 410-222-6911 410-222-3805 410-222-3805

Baltimore 시티 410-396-1666 410-396-8995 410-396-8995

Baltimore 카운티 410-887-2169 410-887-5443 410-887-5443

Calvert 카운티 410-535-7387 410-535-7387 410-535-7387

Caroline 카운티 410-479-4204 410-479-4204 410-479-4204

Carroll 카운티 410-876-4437 410-751-3955 410-751-3955

Cecil 카운티 410-996-5637 410-996-5637 410-996-5637

Charles 카운티 301-934-7456 301-934-7456 301-934-7456

Dorchester 카운티 410-221-0837 410-221-0837 410-221-0837

Frederick 카운티 301-600-1617 301-600-1617 240-236-8744

Garrett 카운티 301-334-8119 301-334-8119 301-334-8935

Harford 카운티 410-638-3823 410-638-3823 410-273-5579

Howard 카운티 410-313-7161 410-313-7161 410-313-7161

Kent 카운티 410-778-5708 410-778-5708 410-778-5708

Montgomery 카운티 240-777-4809 240-777-4809 301-279-3100

Prince George’s 카운티 301-883-7428 301-883-7428 301-431-5675

Queen Anne’s 카운티 410-827-4629 410-827-4629 410-758-3693

Somerset 카운티 410-651-9413 410-651-9413 410-651-9413

St. Mary’s 카운티 301-475-4393 301-863-4069 301-863-4069

Talbot 카운티 410-820-6940 410-820-6940 410-820-6940

Washington 카운티 301-766-8221 301-766-8221 301-766-8221

Wicomico 카운티 410-677-5250 410-677-5250 410-677-5250

Worcester 카운티 410-632-5234 410-632-5234 410-632-5234

주 전체 

  메릴랜드 맹아학교 1-800-400-4519, 내선 489
  메릴랜드 농아학교 410-480-4597

  메릴랜드주 교육부 가족 지원 서비스 1-800-535-0182
  (메릴랜드 군인 가족 및 구금 청소년의 가족 전담 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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