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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테스트는 어느 연령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전문가에게 가는 추천서를 현재 갖고 있지 않은데 아기의 
청각에 대해서 우려가 되신다면, 아기의 담당 의사나 지역 클리닉 직원에게 청각전문가의 청력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추천서를 요청하십시오. 

주소: :

청각 검진 예약

청각 서비스:

전화번호: 

연락할 사람:  

날짜 및 시간: 

예약에 갈 수 없는 경우, 담당 청각전문가에게 알
리고 다른 예약 일정을 잡으세요. 

청각전문가는 생후 12개월 전에 아기의 청력을 
테스트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들이 귀하에게 연
락하여 시간 예약을 할 것입니다. 

다른 타운이나 시티로 이사하는 경우, 위의 담당 
청각전문가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청각전문
가가 귀하 근처의 청각학 서비스를 알려줄 수 있
을 것입니다.

귀하의 연락처 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검진 예약을 통지할 수 있도록, 청각학 
서비스에 변경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1살이 될 때까지 담당 
청각전문가에게서 연락이 없는 경우, 담당 
청각전문가에게 연락하여 검진 예약을 
잡으십시오. 

아기의 청력 검진 예약

예약에 갈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이사를 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친숙한 소리나 목소리에 적응한다 

갑작스러운 소음에 놀라거나 움찔한다

흥미로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나 눈을 돌린다 

듣는 것처럼 보인다

소리에 쉽게 잠에서 깬다

말하는 것같은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매주 더 많은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어보면, 사람이나 신체 부위 또는 장난감을 가리킨다

말로 하는 간단한 지시를 따른다. 예: ‘앉아’

두세 개의 실제 단어를 말한다. 예: ‘공’, ‘개’, ‘차’

간단한 말을 이해한다. 예: ‘아니요’ 및 ‘잘 가’ 

말하는 소리를 모방하기 시작한다

부드러운 소리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청력 및 말하기 체크리스트
(아기의 청력 모니터링에 도움)

출생부터 3 개월까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12개월부터 18개월까지

제가 듣고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Healthy Hearing 
Program

건강한 청력 프로그램

Your Baby’s Follow-Up 
Hearing Test

아기의 후속 청력 테스트
아동의 청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습니

다.

본 브로셔는 일부 아기들이 첫 돌 전에, 또는 확
인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더 빨리 생후 6주
차에, 왜 청력 테스트를 다시 받는 것이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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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아기에게, 성장하면서 청력 상실의 가능성을 증
가시킬 수도 있는, 한 가지 이상의 리스크 요인이 있습
니다.

귀하의 아기가 다음의 리스크 요인을 갖고 있는 경우, 
청력 선별검사 후 6주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것입니다.

• 청력 상실과 관련된 증후군
• 머리/안면의 구조적 문제. 예:  구개 파열

다음 리스크 요인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귀하의 아
기는 첫 돌 전에 재검사를 받을 것입니다.

• 영구적 청력 상실의 가족력: 이것은 아동기부터 청
각을 상실한 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뜻합니다.

• 임신 또는 출산기에 감염에 노출
• 생후 5일 이상 보조 호흡
• 출생 시 심한 호흡 곤란
• 심한 황달

비록 이러한 리스크 요인이 있는 아기들 중 단지 소수
만이 실제로 청력 상실로 이어지지만, 그래도 아기가 
조금 더 성장했을 때 청각전문가를 통해 아기의 청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각전문가는 정밀한 청력 테스트를 수행할 능력과 장
비를 갖춘 청각의 전문가입니다. 

청력 상실이 있어도 대부분의 아기들은 여전히 일부 소
리를 듣고 반응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검사 없이 
청력 상실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청각전문가는 아기의 청각 시스템의 다양한 부분을 점검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청력 테스트를 실시할 것입니다. 검
사 중에 청각전문가가 각각의 검사 및 결과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검사는 자녀의 청력이 정상인지 또는 자녀에게 청력 상
실이 일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공적으로 제공되는 청각학 서비스는, 공립 병원에서 
태어났든 사립 병원에서 태어났든 메디케어 자격이 되
는 아기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립 청각전
문가에게 가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 예약 전에 그들과 
비용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담당 검사요원이 귀하 지역의 청각학 서비스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아기에게 일시적인 청력 상실이 있는 경우, 청각전문가
는 아기를 다시 살펴보고 싶어할 것입니다. 일시적 청
력 상실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청각전문가는 아기를 
이비인후과 (ENT) 전문의에게 데려가도록 권고할 것입
니다. 

아기에게 영구적 청력 상실이 있는 경우, 청각전문가는 
아기를 다음 중 일부 또는 모두에게 의뢰할 것입니다. 

• 아동기 청력 클리닉
• 이비인후과 전문의
• 소아과의사
• 오스트레일리안 히어링 (보청기 피팅을 위해)
• 퀸즈랜드 청력 상실 가족 지원 서비스 (QHLFSS)
• 필요한 경우 기타 전문가 서비스.

QHLFSS에서는 귀하를 이러한 서비스들과 연결하는 일
을 도울 것입니다. 

내 아기는 청력 선별검사를 통과했는데, 
왜 또 하나의 청력 테스트가 필요한가요?

청력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청력 테스트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내 아기에게 청력 상실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청각전문가란?

내 아기는 소리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
다. 그래도 후속 청력 테스트가 여전히 필요
한가요?

건강한 청력은 생후 수개월부터 아동의 말하기 및 언어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기의 청력에 대해 우려하게 되는 경우, 담
당 청각전문가에게 전화하여 조기 검진 예
약을 하면 됩니다.  

아기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한 번이나 두 
번의 청각 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청력 상실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은 아기
의 말하기 및 언어 발달을 위한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길입니다. 이는 아기의 
장래 학업과 사회적, 정서적 웰빙을 위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