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청각 및 언어 개발에 대환 관심이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난청 진단을받은
작이 있습니까?
우리는 난청으로 진단 된 아이들의 부모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경함을 이해하고 지원을 위해
우리에게 연락하새요.
●●

●●

●●

●●

●●

표지판을 알아보세요. 법 조기!

괌 초기 청력 발견과 개입 (괌 EHDI)
발달 장애 교육, 연구 및 서비스에서 우수 센터
(괌 CEDDERS)
주소: University of Guam
Office of Graduate Studies,
Sponsored Programs, & Research
303 University Drive
Mangilao, Guam 96913
전화 번호: 735-2466/734-6531
팩스: 734-5709
이 메일: nenehearing@guamehdi.org
웹 사이트: www.guamehdi.org

귀하의 자녀는 시간의 일부를 듣는 것하고
다른 시간에 응답하지.

가족 지원 그룹

아이는들을 때 앞으로 하나 귀를
이동하거나, 아이는 단지 자신의 좋은 귀로
듣을려고합니다.
귀하의 자녀는 더 큰 소리로 이전보다
말을하기 시작한다.

귀하의 자녀는 (그는 연설을 해석하는 시각
신호에 더 의존 할 수있다) 집중 것처럼
그에게 말을 강렬하게 때를 살펴 봅니다.

자녀의 성적이 떨어지거나 교사는 자신이
듣거나 다른 아이들과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것을 말한다.

아이가 청력 손실이있을 수 있다가 의심되는
경우, 가족 의사 나 소아과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진찰에 대한 추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www.hsuoracle.com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 우리는 너를 위해

이 팜플렛은 미국 보건 복지부 보건 자원 서비스국 (Grant

여기에 있습니다.

#H61MC24883)에서 100% 자금 지원을 받고 괌 초기 청력

검지 및 중재 (괌 EHDI) 프로젝트에서 제작되었으며, 괌 발달
장애 교육, 연구 및 서비스 우수 센터.

이 브로셔에 대한 정보는 청각, 언어 및 청각 장애 센터 (www.hsdc.org)와
미국 언어 연수 협회 (www.asha.org)에서 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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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fa Adai,

청각 장애 아동의 괌 가족 지원
그룹은 괌 조기 심리 감지의 지원과
개입 (괌 EHDI) 프로젝트로 2004
년에 형성되었다. 세월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질면 한 문제에
대한 찾기 솔루션을 돕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아이들의 요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부터
배울 수있는 기회가 있었다.
난청 아동의 부모로서, 우리는
너를 통해 갈수 있습니다 무엇을
많이 경험했다. 우리가 함께
자녀를위한 너를의 목표를 향해
가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당신이 필요로하는
서비스와 연결하는 데 도움. 우리는
거기에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다 알고있다.

왜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

언어는 삶의 초기에 매우 빠르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학습의 기초입니다. 신생아
난청을 조기 진단하는 경우,
효과적인 개입은 그 전형적인
또는 거의 일반적인 음성, 언어,
청각 이정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사용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션

난청으로 진단받은 어린이의 부모와
함께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여
지원을 제공합니다 함께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이 꿈을 달
성하지 위해 작동합니다. 질문,
문제가, 아니면 그냥 애기하고 싶은
경우에, 우리는 전활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대합니다.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Joyce Tejeresas (위원장/부모님)
13 세의 아들

전화 번호: 989-7208 / 689-5147

John & AnnMarie Cruz (부모님)
19 세의 딸

전화 번호: 653-7991 / 777-7991

Trisha Suzuki (부모님)
4 세의 아들

전화 번호: 483-8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