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Early Hearing Program
BC유 아 청 력 프 로 그 램
A service of BC Children’s Hospital
and the Provincial Health Services Authority
BC어린이병원 및 주보건서비스공단 제공

아기 출생
첫 번째 청력선별검사
• 병원 또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족의 행로

• 결과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신생아는 두
번째 선별검사를 받게 됩니다.
• 유년기 후기에 청력상실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되면 지역 소재 보건청력 전문병원
에서 아기의 청력검사를 받습니다.

두 번째 청력선별검사
한쪽 귀 혹은 양쪽 귀의 청력상
태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아기
는 보다 정밀한 청력검사를 받게
됩니다.

청력검사 평가
아기의 청력을 정확히 평가하
기 위해 보다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KOREAN

생후 3개월 이전 또
는 3개월까지

청력장애가 확인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생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 BC유아청력프로그램(BCEHP)에서 가족
에게 연락하여 청력장애와 의사소통 향상
에 관해 초기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족은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기 시
작합니다.

• 가족은 BCEHP 부모 정보 패키지를 받습
니다.

처음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 BCEHP에서 초기에 지역사회 협력과 현
장방문 서비스를 통해 아기의 가족을
돕습니다.
• 동행부모가이드프로그램에서 부모 가이
드가 가족에게 연락합니다.
• 지속적인 후속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청기
착용 등 청능사와 약속을 정합니다.

• 가족은 조기개입 전문가들과 만납니다.
• 서비스를 위한 첫 계획을 수립합니다.
• 지속적으로 약속을 정합니다.

지속적으로
• 청능사와 (관찰, 귀 주형, 추가 검사 등에 대
해) 약속을 정합니다.
• 조기개입자들과 (지원, 청력상실에 관한 정보,
부모가 아기의 의사소통학습을 돕는 방법, 고
려할 선택사항 등에 대해) 약속을 정합니다.
• 부모님, 조기 개입자, 청능사가 아기의 발달과
정에 대해 관찰하며 정보를 서로 나눕니다.

생후 9개월 이후

21개월째 검사

생후 6개월에서
9개월 사이

수시로
• 부모는 아기가 모든 영역에서 의사소통을 배
우고 발달하도록 돕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 배
웁니다.

맞춤형 가족서비스계획을 위한
첫 회의
IFSP란 아기와 가족의 필요를 확인하여 세운
계획입니다. 가족, 청능사와 조기개입팀은 계
획을 수립하기 위해 만나며, 계획에는 다음 사
항이 포함됩니다.
• 어느 서비스 제공자가 관여할 것인가(팀
원).

• 부모와 팀은 아기의 발전을 계속 관찰합니다.
• IFSP는 6개월 마다 혹은 그 이전에 재검토하
여 필요에 따라 목표와 방법을 수정합니다.

이 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기에게 기대한
발전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가족과 팀은 이용
가능한 다음 단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 서비스 횟수 변경을 고려
•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시범기간 동안 고려

• 귀 꽂이(ear molds), 발달과정, 청력 및 장비
모니터를 위해 청능사와 약속을 정합니다.

• 보청기 재점검 - 제대로 작동되는가? 얼마
나 자주 사용하는가?

•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료 약속을 정합니
다.

• 보청기 교체나 달팽이관 이식을 고려.
• 써리힐 청력장애팀에 검사나 복리(WellBeing)프로그램에 가족상담 등 다른 서비스
에 의뢰.

가족과 개입팀은 어는 시점에서든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심층발달평가를 위해 써리힐 청력장애팀에 의
뢰
• 전문 상담사의 가정 지원을 위해 복리프로그램
에 의뢰(BC주 전체에 걸쳐 가족들이 이용 가
능)
• 달팽이관 이식을 하면 도움이 될 어린이를 BC
아동병원 달팽이관 이식팀에 의뢰

•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받을 것인가 (횟수).
• 어떤 발달 영역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예
를 들어, 듣기, 의사소통, 언어 등).
• 6개월이 지난 후 가족과 팀은 아기와 가족
에 대해 어떤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는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BC유아청력프로그램 주 사무소
무료전화번호 1-866-612-2347로
연락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