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의 기능 

소리와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하거나, 들은 말을 스스로 반복해서 발성함으로써 

언어(말)를 획득해 나가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청각과 아이의 발달 
귀의 병으로 인하여 난청이 되면, 그정도가 가볍다 하더라도, 입원・입학후, 

여러가지 학습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오츠시에서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나 대응을 하므로써, 언어의 명료한 발음과 발달을 

축진하여, 입원・ 입학후의 학습면에 끼치는 영향을 가능한한 적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３세６개월 영유아 검진 대상인 아이의 보호자 여러분께 사전에 아래 

사항을 실시하여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귀가 잘 안들리는 것 같다고 의심이 되면 
앙케트 결과나 가정에서의 사전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아이에게는  3세 6개월 

영유아 검진때 직원이 속삭임 검사를 실시합니다. 난청이 의심되는 아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으시도록 권합니다.  

 

또한, 이미 난청 진단을 받고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도 이 안내을 

송부하고 있읍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진 장소에서 

이러한 내용을 구두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① 아이의 청각에 관한 앙케트 

3세 6개월 영유아 검진 수진일까지 기입하여, 검진 당일 접수 창구에 

모자보건수첩, 아기수첩의 문진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② 속삭임 소리 검사 

  뒷면의 실시방법을 잘 읽은 후, 동봉한「속삭임 검사용 그림시트」를 

사용해서 아이에게「속삭임 검사」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결과에 대해 

서는 ①의 앙케트 용지에 기입해 주십시오.  

＜문의처＞ 

오오츠시 종합 보건센터   

오오츠시 하마오오츠 4초우메 1－１ 아스토 하마오오츠 2층 

ＴＥＬ ５２８－２７４８  ＦＡＸ ５２３－１１１０ 

３세６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아이의 보호자께 

아아이이의의  청청각각에에  관관한한  앙앙케케트트와와  

속속삭삭임임  검검사사의의  사사전전  실실시시를를  부부탁탁드드립립니니다다 



속삭임 검사 방법 

 

 

 

 

・자동차 통행등 주위에 소음이 없는 상태로, 텔레비전등을 끄고, 실내는 조용한 

상태에서 실시해 주십시오. 

・그림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1번만입니다. 되묻더라도 반목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또한, 속삭임 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속삭임 소리는 숨을 내쉬는 감각으로, 비밀 이야기처럼 속삭입니다. 흔히 내는 

소리는, 목（목젓）에 손을 댔을때 손가락에 진동이 느껴지지만, 비밀 이야기는  

속삭여도 진동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속삭임 소리”입니다 

 

 

 

① 별지 속삭임 소리 검사용 그림시트를 아이를 향해 놓고, 약 1ｍ정도 떨어져서 

마주보고 앉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② 「이 그림의 이름을 말할테니까, 엄마（아빠）가 말한 그림을 가리켜봐.」라고 

아이에게 말하고, 평상시 회화할때의 목소리로 그림시트에 표시한 그림의 이름 

(예를들면 「코끼리님」이 아니고「코끼리」라고 말하도록)을 말한뒤, 아이가 

6개의 그림을 전부 옳게 가리키도록 합니다. 

③ 「이번에는 작은 목소리로 그림의 이름을 말할테니까 잘 듣고 가리켜봐.」라고 

아이에게 말한뒤, 입을 손등으로 감추고, 6개의 그림의 이름을, 속삭임 소리로  

1 번씩 말해서, 옳게 가리키면 별지 아이의 청각에 관한 앙케트의 하단에 있는 

표에 ○을, 틀리면 ×를 선택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검사시의 주의사항 

속삭임 소리를 내는법 

검사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