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각 장애가 있는 영유아를 위한 전문 서비스
• 부모를 위한 지원 및 상담
•	경제적 지원
	해당 지역의 FRC를 찾으시려면 가족 건강 핫라인
(Family Health Hotline: 1-800-322-2588)
또는 중계 서비스(Relay Services: 711)로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ESIT(Early Support for Infants
and Toddlers, 영유아 조기 지원) 웹사이트인
www.del.wa.gov/esit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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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C(Family Resources Coordinator,
가족자원조정관)에게 연락합니다.
 FRC의 도움을 받아 다음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차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인종, 피부색,
종교, 신념, 국적,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기타 자원:
•	Boys Town National Research Hospital
www.babyhearing.org
402-498-6511 또는 TTY 402-498-6543
•	ESIT
www.del.wa.gov/esit
360-725-3500
• Hands and Voices
www.handsandvoices.org
217-357-3647
• Washington State Hands and Voices
www.wahandsandvoices.org
• ODHH(Office of the Deaf and Hard of
Hearing, 청각 장애 및 난청 사무소) http://
odhh.dshs.wa.gov
360-902-8000 Voice/TTY
또는 1-800-422-7930 Voice/TTY

영유아에게
청각 장애
또는
난청 증세가 있다면

지원 및 정보...

www.del.wa.gov/esit

개요
귀하는 자녀에게 청각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대단히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할 이들이 있습니다. 귀 자녀와
가족은 도움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귀하가 해답을
찾고 자녀와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을
알아보는 데에 본 소책자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귀하와 자녀는 함께
배워가야 합니다. 귀 가정의 현재와 미래에 본
소책자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원 및 자원
훌륭한 조기 치료 서비스를 통해 우리 딸에게 희망찬 미래를
“ 우리는
선사할 수 있음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
–Bob K., Spokane, WA
Katie(6세)의 아버지

귀 자녀는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족은 자녀가 다양한 접근법과 도구를 사용하는 소통, 대화 및 언어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일찍부터 보청기 또는 인공 달팽이관을 꾸준히 사용하고 전문적인 지원도 함께
받는다면, 자녀의 듣고 말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찍부터 시각적 소통 방법을
사용한다면 자녀가 말과 신호를 통한 소통 및 언어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조기
치료 팀의 도움을 받아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적합한 전문가 및 자원에 관해 알아보고, 귀
자녀와 가족에게 가장 효과적인 도구와 방식의 조합을 선택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아동 및 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청능사(Audiologist)는 청력 검사 전문가입니다.
청능사는 보청기 및 각종 청력 장비를
추천하고 제작합니다.

FRC는 3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 및 비용 지불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각 재활 전문가(Aural Rehabilitation Specialist)
는 귀 자녀의 듣는 능력을 개발하고, 귀하가
자녀의 구어(spoken language) 학습을
보조할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Otolaryngologists)는 귀
감염 및 외이, 중이, 내이의 각종 의학적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입니다.

상담가(Counselor)/치료사(Therapist)는 아동과
가족의 정서적 측면을 보살핍니다. 귀 자녀의
청력 손실에서 비롯된 정서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이 전문가들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경험한 다른 가정과 교류하고
배우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조기 치료 전문가(Early Intervention Specialist)는
소통 및 학습 관련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가족을 돕습니다. 3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자녀의 능력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언어병리학자(Speech Language Pathologist)
는 자녀의 발화(speech) 및 언어 능력을
촉진하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청각 장애 또는 난청 아동 전문 교사(Teachers
of the Deaf or Hard of Hearing)는 청각 장애
아동을 가르칠 자격을 정식으로 인정 받은
전문가입니다. 이들 중에는 청각 장애/난청
증세가 있는 영유아의 가족을 돕기 위한 추가
교육을 받았고 관련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기타 각종 치료사(예: 물리치료사)로부터
귀 자녀의 발달 필요 사항에 따라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