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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돕겠습니다

자폐증 정보 서비스 
브리티시 컬럼비아
(AIS BC)
우리가 돕겠습니다
자폐증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아래 
방법으로 연락하십시오: 8:30 am~4:30 pm 
(월~금)

예약 불필요

무료 전화: 1 844 878-4700

직접 방문: 3688 Cessna Drive 
 Richmond, B.C. V7B 1C7

태평양 자폐증 가족 
네트워크(Pacific Autism 
Family Network, PAFN)의 
굿라이프 피트니스 가족 
자폐증 허브(GoodLife Fitness 
Family Autism Hub) 1층.

웹사이트: autisminfo.gov.bc.ca

이메일:  AutismInformation@gov.bc.ca

 
우리가 돕겠습니다
자폐증 정보 서비스 BC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족 지원

AIS BC 직원은 자폐증 자녀를 둔 BC 주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의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AIS BC는 다음과 같은 정보, 자원, 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여 가정을 돕습니다.

 • 평가와 진단

 • 모범적인 치료 방법

 • 자폐증 보조금의 효과적 사용

 • 전문가 찾기와 고용

 • 주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차원의 
지역 사회 지원과 서비스 찾기 및 
이용

 • 유아기, 미취학 아동기, 학령기, 성인 
진입기 전반에 걸친 과도기 관리

서비스 제공자 지원

AIS BC는 해당 가정을 돕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중심 기관으로 BC 주 전역의 
자폐증 관련 서비스 제공 단체와 지역 사회 
지원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협력과 조화를 
증진하는 일을 합니다.

자폐증 서비스 제공자 
등록소(RASP) 관리

AIS BC는 전문가 자문단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자폐증 서비스 제공자 등록소
(Registry of Autism Service Providers, 
RASP)를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RASP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 있으므로 가족은 
다음과 같은 유자격 전문가들의 명부를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 행동 분석사/컨설턴트

 • 언어 치료사

 • 작업 치료사

 • 물리 치료사

RASP는 교육 및 훈련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고안, 감독, 시행하는 효과적인 
자폐증 치료 프로그램을 ASD가 있는 
자녀의 부모가 이용하도록 보장합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RASP 서비스 제공자를 
찾으십시오: autisminfo.gov.bc.ca

등록하고자 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AIS BC 
웹사이트에서 ‘RASP 등록 신청’(apply to 
be on the RASP) 부분을 보십시오.

자세한 사항 문의: RASP@gov.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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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스펙트럼 장애란?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는 환자의 뇌 발달과 
사회관계, 의사소통, 관심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복합 질환입니다.

ASD라는 용어 자체가 폭넓은 복합성을 
나타내듯, 환자는 장애가 심하든 
가볍든 매우 다양한 복합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ASD 환자에 표준형이나 
전형적 환자는 없으며, 환자마다 
필요, 기술, 능력이 각자 다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자폐인은 대개 의사소통과 
사회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밖에 늘 
같은 방식으로 하거나 일어나는 일들에 
너무 집착하거나, 환경 변화에 고도로 
예민하거나, 사물에 애착을 갖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와 가족을 돕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AIS BC는 자폐증과 관련 장애를 다루는 
주 정부 정보 센터로 BC 주 전역의 
가족과 서비스 제공자, 지역 사회 
전문가에게 모범 사례 정보와 지원, 
교육을 제공합니다.

숙련된 직원들이 전화나 직접 상담, 
이메일로 여러분을 도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최적 치료 방법의 종류를 설명하여 
BC 서비스 시스템을 알아보시게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조기 징후

자녀가 아래에 예시된 행동을 전부 보여야 검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특징은 다른 질환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염려하면 언제나 진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다음은 ASD로 볼 수 있는 일부 징후입니다.

 • 사회적 상호 작용 결여

 • 눈 맞춤 결여

 • 만 6개월이 지나도 활짝 웃거나 기타 
온화하고 즐거운 표정을 짓지 않음

 • 이름에 대한 반응 결여

 • 의사소통 결여

 • 만 9개월이 되도록 소리나 미소, 기타 
표정을 주고받지 않음

 • 만 12개월이 되도록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보여주기, 손을 뻗거나 
흔들기 같은 몸짓 결여

 • 조화로운 비언어적 의사소통 결여

 • 만 12개월이 되도록 옹알이를 하지 않음

 • 특이한 발성(변화가 거의 없는 음 높이, 
이상한 억양, 불규칙한 음조)

 • 반복 행동과 제한된 관심사

 • 사물에 대한 반복 동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