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청력검사 의뢰
청력검사

Well Child 어린이 건강점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귀하의 자녀에
대해 청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자녀에게 청력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혀져 추가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꼭 아래에 표시된 추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하십시오

정밀청력검사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해 정밀청력검
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립병원의 청능사(audiologist)
에게 받기: 이 팜플렛과 함께
받으신 편지에 예약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공립병원의 경우, 예약
대기자들이 있으면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2. 개업 청능사에게 받기: 여러분의
거주지역에 개업 청능사(
공립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청능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검사를 받으면 본인이 검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부를
찾아보면 개업 청능사들의
연락처가 나옵니다. 어떤
청능사는 어린이 청력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약을 할
때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이 문제 검사
담당 가정의에게 가서 받으십시오.
전화 로 미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 전문 간호사에게 가서
받으십시오. 귀하의 거주지에 귀
전문 간호사 클리닉(Ear Nurse Clinic)
이 있으면 이 팜플렛과 함께 받으는
편지에 연락처가 나올 것입니다.
자녀가 점액성 중이염(아교 귀)
이나 기타 다른 중이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담당 가정의나 귀 전문
간호사로부터 계속 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이 문제는 저절로 나아져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액성 중이염 같은 중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 귀하의 자녀는 다시 한번
시력 청력 검사원에 의해 검사를 받을
것입니다.

청력 문제는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

•

귀하의 자녀를 검사한 시력 청력 검사원에게
문의하십시오. 해당 검사원의 연락처가 이
팜플렛의 오른쪽에 있으므로 추가검사 예약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청능사나 귀 전문 간호사, 담당 가정의에게
문의하십시오.

정밀검사에 대하여...
정밀검사
검사 예약을 할 때 검사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귀하
의 자녀에게 실시하는 이 검사는 안전합니다. 검사가 끝나면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검사 장소에 다른 가족을 데리고 가도 되지만 검사를 받는 동안 아이의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아야 더욱 순조롭게 검사가 진행됩니다.

정밀검사 결과, 자녀의 청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녀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를 받게됩니다. 치료나 기타 지
원이 필요하면 정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 귀하는 정밀검사를
실시한 사람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자녀의 청력에 문제가 없을 경우
정밀검사 의뢰를 받았다 하더라도 별 중요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청력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후에라도
자녀의 청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담당 가정의를 찾아가 상담하시
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권리
자녀가 청력검사를 받은 후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가족이나 배우자와
상의를 하셔도 됩니다. 이 정밀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나중에 청력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청력검사 정보가 필요하거나 이 팜플렛을 내려받고 싶으신 분은
보건부 웹사이트 http://www.moh.govt.nz/
b4schoolcheck를 방문하거나 24시간 무료 건강
상담 서비스인 Healthline (전화 0800 611 116)
으로 문의하십시오.
HE 2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