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음성 및 언어
발달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이있을
나타나는 경우, 유아의
청력 테스트를 받길
바랍니다.
추가 테스트은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아기가 추가 시험이 필요하거니 청력에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시험은 괌조기 개입
시스탬을 통해 배치된다. 연락처 번호는 3005578/5816 입니다.

아이의 청각 및 언어 개발에 대환 관심이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괌 초기 청력 발견과 개입 (괌 EHDI)
발달 장애 교육, 연구 및 서비스에서 우수 센터
(괌 CEDDERS)
주소: University of Guam
Office of Academic & Student Affairs
UOG Station
Mangilao, Guam 96923
전화 번호: 735-2466/734-6531
팩스: 734-5709
이 메일: nenehearing@guamehdi.org
웹 사이트: www.guamehdi.org

청력 손실의 다른 징후
신생아가 지연 발병 청력 손실의 위험이있을
경우 다음 중 하나 적용:
•• 나 또한 다른 봔자의 우려
•• 어린 시절 난청의 가족력

•• 이상 5일 신생아 집중 치료 숙박
•• 화학 요법

신생아 청력 검사 프로그램

•• 전 및 출생 후 발생 일부 감염 (CMV, 세균 및
바이러스 성 수막염 포함)
•• 아기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장애

This brochure is supported by the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 of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under Grant No. H61MC24883 Newborn
Hearing Screening and Intervention ($250,000). This information
or content and conclusions are those of the author and should
not be construed as the official position or policy of, nor should
any endorsements be inferred by HRSA, HHS or the U.S.
Government. Facilitated by the University of Guam Center for
Excellence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Education, Research, &
Service (Guam CED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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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수행 선별 검사입니까?
•• 미니어처 이어폰과 마이크 소리를 재생,
아기의 귀에 배치하고, 응답을 측정한다.
•• 청력 검사는 빠르고, 안전하고 통증이
없읍니다.

신생아 청력 검사는 무엇인가요?
신생아 청력 검사는 청력 손실이있을수
있습니다 아기를 식별합니다. 청력 손실은
아기가 소리를 인식하는 방법에 영향을주는
조건입니다. 아기를위한 검사 청력에 대환
귀하의 의료 제공자/의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신생아 청력 검사가 이루어집니까?
아기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생아 청력 검사는
곧 출산 후 수행된다.

왜 수행 선별 검사입니까?
신생아 청력 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는
삶의 초기애 매우 빠르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학습의 기초입니다. 신생아 난청을
조기 진단하는 경우, 효과적인 개입은 그
전형적인 또는 거의 일반적인 음성, 언어, 청각
이정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있습니다.
서비스는 아기가 6개월 전에 시작해야한다 개발
지연을 취소화합니다.
•• 약 3-6 1,000 매의 신생아는 상당한 청력
문제가있다.
•• 청각 장애인을 태어난 신생아의 95% 이상은
정상 청력을 가진 부모가 있습니다.
•• 청력 손실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신생아는
귀를 검토함으로써 알 수 없습니다.
•• 청력 손실을 가진 대부분의 신생아는 징후
또는 증상이 없습니다.

•• 어떤 아기는 청력 검사를 통해 수면.
•• 청력 검사는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 때로는 신생아가 한 번 이상 선별됩니다.
•• 병원을 떠나기 전에 결과를 심사 청문회를
받게됩니다.

어떻게 내 신생아는 청력 검사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
신생아가 검사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 테스트를 위해 자신의 약속에
아기를 가지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하면
아이가 청력 손실이있는 경우 알 수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기가 초기 청력 검사를 통과하지못한, 아기가
섬 이동하는 경우, 즉시 집에 소아과 의사와
후속 청력 검사를 예약시기 바랍니다. 후속 최대
청력 검사는 아기가 청력 손실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움이됩니다.

어떻게 내 신생아가 청력 검사를
통과하면?
검진을 통과한 신생아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청각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일부 신생아는 청력이
완벽하게 정상이 아니라하더라도, 심사를 통과
할만큼 잘들을 수있다. 일부 신생아는 초기
심사를 통과할수있다, 그러나 그들은 질병, 약물,
또는 유전 적 이유에서 심사 후 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난청 의심되는 경우 그레서,
신생아가 심사를 통과 할 경우에도 청각 전문가

(의사)의 진찰을 몰한다.
아기가 자신의 나이에 청각 및 언어 능력 표(아래)
에 나와있는 작업 중 일부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의사를 알리고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청력을 다시 확인하도록 진찰과
약속을 예약합니다. 유아 청력 손실 숨겨진
장애이며, 이들의 개발에 주목하고 청각 시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기가 일년에 네 개 이상의
중이염을 가져옵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청력에
대한 우려가있는 경우 청력 검사를 반복해야한다.

청각 및 언어 능력은
아기사해야 차트...
나이 두 달 주의
•• 큰 소리로 놀라게하기
•• 조용한 목소리로 인숙하게
•• 모음 만들기 예: “오”로 소리

나이 4 개월 전후
•• 소리 찾습니다
•• 응알이 시작합니다
•• 지명과 우슴 확인합니다

나이 6 개월 약
•• 큰 소리를 향해
•• 음성 소리를 모방하기 시작
•• 응알이 “바-바”라고 소리

나이 9 개월 약
•• 모방 연설은 다른 사람의 소리
•• “바이 바이” “노 노”을 이해하고
•• 전원을 켜고 헤드

나이 12 개월 약
•• 올바르게 “엄마” 또는 “아빠”를 사용
•• 장난감을 다시 보내기
•• 노래 나 음악에 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