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Fitme
괌 초기 청력 검지 및 중재 (괌 EHDI)

청력 상실이 최고의 출생
결함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에 따르면 신생아의
난청은 1 위입니다.

어린이들의 청력 손실을 그렇게
일찍 발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괌 EHDI-Fitme이란
무엇입니까?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청각 장애 아동이나
청각 장애 아동이 신생아 및 유아 청력 검사를
통해 확인되고 장애가있는 아동이나 청각
장애 아동을 최적으로 평가, 진단 및 적절한
개입을하도록 보장하는 주 전체 프로그램
및 진료 시스템의 개발을 지원하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언어, 문맹 퇴치, 사회 - 정서 발달 프로그램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 전문가의 EHDI 시스템 내 지식 및
지식 습득을 향상시킵니다.
2. 조기 개입 서비스 및 언어 습득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3. EHDI 프로그램 및 시스템 내에서 가족
참여, 파트너십 및 리더십을 향상시킵니다.

초기 청력 상실 아동을 확인하면 조기 개입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으며, 이는 언어와인지
발달 측면에서 아동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우리 시스템이 목표로 삼고있는
목표 중 하나는 1-3-6 벤치 마크입니다 : 괌에서
태어난 모든 유아를 1 개월 동안 선별합니다.
진단의 완료 3 개월까지 추적 검사를받는
영아를위한 청력 평가 (Audiological
Evaluation, DAE); 청력이 상실된 유아를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에 6 개월까지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가 청력 검진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됩니까?

초기 청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아기는 괌
조기 개입 시스템에 의해 재검사를받습니다.
이 두 번째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형
진단 청력 평가 (DAE)를 위해 청력 학자에게
의뢰됩니다. 유아가 청력 상실을 당하지 않을
경우 모든 유아가 적절한 후속 서비스를받을
수 있도록하기 위해 괌 ChildLink-EHDI
라고하는 포괄적 인 추적 및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청력 상실을 가진 어린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주기 위해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녀의 청력, 언어 및 언어 발달에 대해 우려
할만한 사항이 있거나 아기가 건강 진단을받을
때마다 청력이 손상 될 위험이 높은 경우 부모 /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괌 EHDI 프로젝트가 2003
년부터 괌에서 보편적 신생아
청력 검사를 용이하게했음을 알고
계셨습니까?
공법 27-150 “보편적 인 신생아 청력 검사 및
개입법”은 2004 년 12 월에 통과되었습니다.
괌 EHDI는 괌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가 출산
시설을 떠나기 전에 청력 검사를받을 수
있도록합니다. 보편적 청력 검사는 GMHS
(Guam Memorial Hospital Authority),
Sagc Mañagu Birthing Center (SMBC),
GRAM (Guam Regional Medical City) 및
미국 해군 병원의 간호 표준의 일부입니다.

괌 EHDI 프로젝트 Fitme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까?
웹 사이트 : www.guamehdi.org를 방문하십시오. 가족과 공유 할 브로셔와 포스터는
735-2466으로 문의하십시오! Facebook에서 우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 괌 초기 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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