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기가 왜 청각 검진이
필요한가요?

귀하의 아기는 태어난 지 첫 몇 주 내에 일련의 건강
검진을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 검진 중 하나가
청각 상실 검사입니다. 청각 검진은 출생 후 가능한
빨리 제공됩니다.

결과

귀하와 아기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검진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외래 환자로서 혹은 해당
지역사회 내에서 청각 검진이 제공되며 병원 퇴원 후 곧
실시됩니다.

재검진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도 아기에게 반드시
청각 상실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결과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검진이 필요한 가장 흔한
이유는 출산 후 아기의 귀에 액체가 있거나 막힘이 생긴
것입니다.

1000명의 아기 중에서 약 한 두 명에게 상당한 청각
손실이 있게 됩니다.
아기의 청각이 어떤지를 가능한 빨리 파악하여서 귀하와
아기가 정확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는 첫 단어를 말할 때까지 약 일 년 동안
우리가 말하는 방법에 귀를 기울입니다.

청각 검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훈련된 청각 검진 전문인이 아기가 잠들어 있거나
조용하게 쉴 때에 검진을 실시할 것입니다. 검진이
실시되는 동안에 귀하는 아기와 함께 있어도 됩니다.
검진 전문인이 작은 센서 패드를 아기의 머리에 올리고
이어폰을 통해 아기의 귀 속으로 부드럽게 찰칵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센서 패드는 소리에 대해 아기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검진은 대개 아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검진은
10-20분이 소요됩니다.

아기가 커가는 동안에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청각 상태가 항상 동일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리에 대한 아기의 반응뿐만 아니라 아기의 말과 언어
발달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뒷장의 점검표를 참조하여 아기의 진전 과정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차후 자녀의 청각 혹은 말과 언어 발달에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자녀의 청각 검사를 예약하십시오. 자녀의
청각 검사를 위한 적절한 서비스 의뢰에 대해 가족
주치의에게 문의하십시오.
청각 검사는 모든 연령에서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연락처
NSW KIDS AND FAMILIES:
전화 (02) 9391 9483
웹사이트:
http://www.kidsfamilies.health.nsw.gov.au/programs/
programs-and-initiatives/swis-h/

지역 연락처/예약

건강 자문을 위한 연락처: healthdirect Australia
http://www.healthdirect.gov.au/
1800 022 222

Korean - Why does my baby need a hearing screen?

제 아기가 왜 청각 검진이
필요한가요?

청각 검진이 끝나는 대로 결과가 귀하에게 설명되며
아기의 개인 건강 기록부 (블루 북)에 기록됩니다.

청각 점검표
출생에서 3개월

큰 소리에 반응한다
익숙한 목소리 혹은 소리가 나면 조용하게 된다
목 울리는 소리를 낸다
화자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에 반응한다

3-6 개월

눈과 머리를 소리나는 쪽으로 돌린다.
옹알이를 하기 시작한다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 웃고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6-9 개월

‘다다’ ‘마마’ ‘바바’와 같은 옹알이를 한다
주의를 끌기 위해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말소리를 낸다.
‘안돼 ’ 와 자신의 이름에 종종 반응한다
노래와 음악에 반응한다

9-12 개월

다른 사람의 말 소리를 흉내낸다
‘공’, ‘개’, ‘아빠’와 같은 간단한 단어를 이해한다
부드러운 소리를 향해 머리를 돌린다
처음으로 단어를 말한다.

12-18 개월

매주 새로운 단어 몇 개를 이해한다
‘공 가져와’ 등 간단한 말을 따른다
요청받으면 사람이나 신체 일부 혹은 장난감을 가리킨다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단어를 지속적으로
배운다

18-24 개월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수가 100-200 정도이다
간단한 이야기나 노래를 듣는다
‘주스 더 많이’등과 같이 두 세개의 단어를 결합하여
짧은 구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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