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나비 유아 
발달프로그램

자녀의 발달이 염려되신다면 
유아 발달 프로그램이 도울 수 
있습니다.

버나비 유아 발달 프로그램 연락처

주소： 2702 Norland Ave. ,Burnaby, BC V5B 3A6 

전화： 604.299.7851

 팩스： 604.299.5921 

웹： idp.gobaci.com

저희 BACI의 비전전문가와 파트너들

유아 발달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 파트너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일합니다. IDP는 
거주지에서 부모와 자녀에게 맞는 전문가와 
지원 서비스를 찾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합동 가정 방문, 서비스 조직화, 필요한 다른 
서비스 소개가 가능합니다.

참여는... 

부모가 다음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녀의 발달 촉진 방법을 배웁니다 
      다른 부모들을 만납니다
      자녀 양육과 발달 문제를 상의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곳들과 활동을 이용합니다 

자녀가 다음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욱 독립적이 됩니다 
      능력을 발견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합니다

신청

IDP 신청은 가정의, 공공 보건 간호사, 
지역 사회 전문가 등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부모가 직접 신청하여도 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면 되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버나비 IDP는 아동 
가족부(Ministry for Children and Families) 가 
후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회



이용 가능한 서비스

유아 발달 프로그램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활동을   
    개발하며,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가정 방문
      발달 평가 및 보고서
      다양한 부모 참여 그룹
      요법 컨설턴트
      부모와 자녀의 취학 전/보육   
    프로그램으로의 순조로운 적응 지원
      다른 전문가와 지원 서비스 조직화 및 소개

가족과의 협력

가족은 모든 자녀의 발달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신생아부터 만 3세까지 자녀는 
빠른 속도로 발달합니다. 신체, 사회성, 정서, 
행동, 언어, 인지 발달은 유아가 가족에게서 
하는 체험에 일부 좌우됩니다. 프로그램을 
신청한 분은 여러 그룹 중 어디에나 오실 수 
있으며, IDP 컨설턴트가 부모와 자녀를 만나러 
댁을 방문합니다. 유아 발달 컨설턴트는 
부모가 자녀와 가족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하는 활동들을 계획하도록 돕습니다.

누구든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 또는 자녀 돌보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다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http://gobaci.com/what-we-offer/infant-services/referral/

저희 프로그램의 믿음

모든 자녀는 독특하며, 부모는 자녀를 제일 
잘 알고, 자녀가 가장 자녀답게 되려면 무슨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한지 제일 잘 압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모두 “가족    

  중심적”입니다.  

  이는 무슨 종류의 지원이 필요한지 부모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프로그램 소개

유아 발달 프로그램(IDP)은 신생아부터 만 3
세까지 발달 지체 위험이 있거나 이미 발달 
지체가 있는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부모 및 전문가와 함께 
자녀가 발달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에게 더는 
염려가 없거나 자녀가 발달 이정표를 
충족했을 때까지 자녀를 계속 만납니다. 
유아 발달 컨설턴트마다 아동 발달에 대한 
기량과 지식이 있으며, 부모를 보조하여 
자녀의 발달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가족 중심적”으로, 무슨 
종류의 지원이 필요한지 부모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