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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검사를 한 번 더 받아
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음향 방출(Otoacoustic Emissions, OAE), 청각 뇌간 반응(Auditory 
Brainstem Responses, ABR) 또는 둘 다를 사용하여 아기의 청력을 
검사했습니다. (검사는 아기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아기의 한쪽 또는 양쪽 귀에 실시한 첫 검사에서 정상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많은 아기들이 재검을 받곧 합니다. 아기가 움직이거나, 방 
안에 소음이 있거나 출생 후 귀에 수액이 있으면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아기에게 청력 상실이 없을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기의 청력 검사는 생후 1주일에서 1개월 사이에 다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병원 직원이 재방문 날짜를 선택하고 재검을 마치도록 
도와드리거나, 아기의 청력을 재검사할 수 있는 집에서 더 가까운 곳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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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검사 결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기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생아 청력 검사 날짜

아기가 다음에서 첫 번째 청력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양쪽 귀   오른쪽 귀   왼쪽 귀

아기의 재검사 방문
아기의 양쪽 귀에서 청력을 다시 검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간과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검사 방법    OAE     ABR

비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방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귀하, 아기의 주치의 또는 진료소,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 결과가 제공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기는  
재검사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일부 아기는 더 정밀한  
청력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재검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아기를 준비시키기
검사 중에 아기가 자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1. 방문 전에 아기가 낮잠을 자지 않게 하십시오. 
 2.  검사 직전에 아기를 먹이십시오 그러면 아기가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3.  담요, 여분의 기저귀, 갈아입을 옷, 여분의 분유(사용하는 경우)를 가

져오십시오.

재검사 방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검사는 아기가 소리를 얼마나 잘 듣는지 추적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청
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기가 말하는 법을 배우고 세상을 알려면 소리를 들
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추후 언어나 학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
려면 초기 몇 개월의 청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New York State에서
는 모든 아기에게 청력 상실 가능성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재검사 방문을 놓친 경우 병원, 아기의 주치의나 진료소 및/또는 해당 카운
티의 Early Intervention Program에서 전화를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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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청력 체크리스트*

자녀의 청력과 말소리를 확인하십시오
아기가 검사를 “통과” 하더라도 아기의 청력을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
합니다. 아래 목록*은 아기가 자라는 동안 아기의 청력을 추적하는 데 도움
이 됩니다. 청력이 정상인 아기들은 이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수행할 수 있습
니다. 자녀의 청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아기의 주치
의나 진료소에 전화하십시오.

*California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캘리포니아 보건부)의 체크리스트를 수정함

출생~3개월 •  주변의 일상적인 목소리나 소리를 들을 때 조용해집 
니다.

•  큰 소리에 반응합니다. 아기가 깜짝 놀라거나, 눈을 깜
빡이거나, 빠는 것을 멈추거나, 울거나, 잠에서 깹니다.

• 깨어 있을 때 작은 소리를 냅니다(아기가 까르륵 소리 
를 냄).

3~6개월 •  소리가 나는 쪽으로 눈이나 머리를 돌립니다(사람의 목
소리, 장난감 소리, 개 짖는 소리)

•  말과 유사한 소리(“가”, “으흐”, “바”, ㅍ, ㅂ, ㅁ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 목소리 톤의 변화에   반응합니다.

6~9개월 • 부드러운 소리, 특히 말하는 소리에 반응합니다.

• 자기 이름에 반응하고 부르면 쳐다봅니다.

• 간단한 단어(“안돼,” “안녕,” “주스”)를 이해합니다
• 옹알이를 합니다(“다 다 다,” “마 마 마,” “바 바 바”)

9~12개월 • 부드러운 소리와 큰 소리 모두에 일관되게 반응합니다.

• 단어 하나를 반복하고 동물 소리를 흉내냅니다
•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음식을 물어보면 손으로 가

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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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청력은 연령에 관계없이 검사할 수 있으며, 연령에 구
애받지 않고 검사해야 합니다.

12~18개월 • 10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 간단한 음성 지시를 따릅니다(“공을 주워”)

• 물어보면 사람과 신체 부위 또는 장난감을 가리킵니다.

• 음악에 맞춰 “깡총깡총 뜁니다”.

18~24개월 • 20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  2개 이상의 단어를 결합합니다(“주스 더,” “저게 뭐야?”)

•  단어의 시작 부분에서 다양한 자음 소리를 사용합니다 
(ㅂ, ㄱ, ㅁ)

• 간단한 이야기와 노래를 듣습니다.

2~3세 • 두세 단어로 된 문장을 사용합니다. 

•  아기가 2세가 되면 아이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
습니다(25~50%). 

•  아기가 3세가 되면 아기의 말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습
니다(50~75%).

•  2단계로 된 지시를 따릅니다(“공을 주워서 상자  
안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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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위한 
 추가 도움
만약 아기의 청력이 손실되거나 손실될 수 
있는 경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
습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신생아, 유
아, 가족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Early Intervention Program(조기 
개입 프로그램, EIP)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
니다. EIP는 청력 검사 및 테스트, 그리고 본
인, 아기, 가족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주치의, 진료소 또는 카운티나 
자치구의 EIP에 문의하십시오.

신생아 청력 검사 또는 EIP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으로  
전화하십시오. (518) 473-7016
또한 다음 Early Intervention Program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www.health.ny.gov/community/infants_children/
early_intervention/ 

 지역 EIP에 연락하려면 다음으로  
전화하십시오.
Growing Up Healthy(건강한 성장)  
24시간 핫라인
1-800-522-5006 
TTY: 1-800-655-1789
뉴욕시: 311

http://www.health.ny.gov/community/infants_children/early_intervention/
http://www.health.ny.gov/community/infants_children/early_intervention/


아기가 New York State 
병원에서 태어난 경우에
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
다. 뉴욕의 모든 아기들은 
청력 검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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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우하기 
health.ny.gov

facebook.com/NYSDOH
twitter.com/HealthNYGov
youtube.com/NYSD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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