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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Cognitive

 사회-정서 Social-emotional

 언어 Speech/language

 운동기술 Motor skills
◦ 소근육 운동 Fine motor

◦ 대근육 운동 Gross motor

◦ 감각 처리 Sensory processing

 일상생활 기술 Daily living skills

발달 지표 MILESTONES



 한 분야의 발달은 다른 영역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 분야의 발달이 지체되면, 다른 분야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
◦ 만일 말하기에 문제가 있다면, 좀 더 자주 낙심하거나
실망하게 될 수도 있다. 

◦ 보행능력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회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 아이는 50개
주의 이름을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화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기어다니기
단계와 같은
발달지표를
건너뛰어도
괜찮은가?  



 뉴욕주 조기교육 대상자들

◦ 33% 가 한 영역에서 발달지연을 보임

OR

◦ 25% 가 두가지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서
발달지연을 보임

◦임상적 지표들 Clinical indicators

 임상적 의견 Clinical opinion



 역사 & 용어
 임상적 지표들 Clinical indicators
◦ 눈 맞추기에 어려움
◦ 상호 주의집중 (joint attention) 능력의 제한

(개시하기 initiation와반응하기 response) 
◦ 자기 조절 행동/ 자기 자극 행동
◦ 일상적인 활동의 변화를 싫어함
◦ 언어 퇴보
◦ 비융통성
◦ 가상놀이의 어려움; 구체성
◦ 자기주도적 행동
◦ 상호관계의 어려움



 A. 다양한 환경에서 사회적 상호교류와 의사소통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보임: 
◦ 사회-정서적인 상호관계 능력의 결핍

◦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행동능력의 결핍

◦ 관계를 발전, 유지, 이해하는 능력의 결핍 (가상놀이하기)

 B. 행동, 관심, 또는 활동들에서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을 보임: (적어도 두가지 분야)
◦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운동/움직임

◦ 같은 것만 고집함/일상적인 활동패턴을 고수함

◦ 관심 분야가 매우 제한적이고 고정되어 있음

◦ 비정상적인 감각 수용 (hyper- or hyporeactivity)



 부모의 염려

 소아과 의사의 염려

 교사/돌보는사람의 염려

부모는 소아과 의사의 의견과 상관없이,

건강보험을 통하거나 자비(self-pay)로
평가와 조기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뉴욕주 조기 교육 NYS Early Intervention
◦ 전반적인 발달에 관한 평가 뿐만 아니라, 염려가 되는
특정 분야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고 있음

 독립적인 평가들 Independent evaluations
◦ 심리학자 Psychologist

◦ 발달 소아과 의사 Developmental pediatrician

◦ 신경과 의사 Neurologist



 놀이에 기반한 치료

 부모 교육

 All the acronyms

◦ EI ST OT

◦ IFSP PT CO

◦ IEP CPSE CSE

◦ DIR RDI ABA

◦ ETC…. 



 정상적인 발달에는범위(range)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발달지표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행여
심각한 발달지연이나 발달지표 중 놓친 부분이 있는지, 
퇴행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염려가 되는 부분은 초기에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들은 자신이 편하게 느끼는 평가와 치료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 좋다; 당신의 “느낌/감 gut”을 믿어라.

 두번째, 세번째 의견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주정부나 학교 district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https://www.cdc.gov/parents/infants/milestones.ht

ml

◦ https://www.cdc.gov/ncbddd/autism/index.html

 Zero-to-Three
◦ https://www.zerotothree.org/early-development

https://www.cdc.gov/ncbddd/autism/index.html
https://www.cdc.gov/ncbddd/autism/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