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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다음의 질문들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답해 주시

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에 나타난 행동이나 특성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아니라 한두 번 정도 나타나

는 경우라면 ‘아니오’에 표시해 주십시오. 모든 질문에 '예' 혹은 '아니오' 중 하나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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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 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을 가리키면 아이가 그것을 쳐다보나요? 

(예, 장난감이나 동물을 가리키면 아이가 그것을 쳐다보나요?) 

 예   아니오 

2. 아이가 혹시 청각장애가 있는지 의심해본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아이가 흉내내기 혹은 가상놀이를 하나요? 

(예, 빈 컵을 들고 마시는 척 하거나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는 척 하거나 인형에게  

음식을 먹이는 시늉을 하나요?) 

 예   아니오 

4. 아이가 어딘가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나요? 

(예, 가구나 놀이기구 또는 계단) 

 예   아니오 

5. 아이가 자기 눈 가까이에서 손가락을 이상하게 움직이는 행동을 하나요? 

(예, 눈 앞이나 근처에서 손가락을 튕기는 듯한 행동을 하나요?)  

 예   아니오 

 6. 아이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도움을 청할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나요? 

(예,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먹을 거나 장난감을 가리키나요?) 

 예   아니오 

7. 아이가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나요? 

(예,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나 길에 있는 큰 트럭을 가리키나요?) 

 예   아니오 

8.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나요? 

(예, 다른 아이를 쳐다보거나 미소 짓거나 다가가나요?) 

 예   아니오 

9. 아이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오거나 들어 올리나요? 

(예,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심을 공유하기 위해서 꽃, 인형, 또는 장난감 트럭 등을 

보여주나요?)  

 예   아니오 

10.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아이가 반응하나요? 

(예, 아이 이름을 부르면 아이가 쳐다보거나 말이나 옹알이를 하거나, 또는 하고 있던 것을 

멈추나요?) 

 예   아니오 

11. 아이를 보고 웃으면 아이가 따라서 웃나요?  예   아니오 

12.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나는 소음에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나요?  

(예, 청소기 소리나 큰 음악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우나요?) 

 예   아니오 

13. 아이가 아무것도 잡지 않고 걷나요?  예   아니오 

14. 아이한테 말을 하거나 같이 놀거나 옷을 입혀줄 때 엄마와 눈맞춤을 하나요?  예   아니오 

15. 아이는 엄마가 하는 것을 따라 하려고 하나요?  

(예, 바이바이, 손뼉치기, 엄마가 내는 우스꽝스런 소리 등을 흉내 내나요?) 

 예   아니오 

16. 엄마가 뭔가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면 아이는 엄마가 무엇을 보는지 돌아보나요?  예   아니오 

17.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보도록 하나요?  

(예, 칭찬을 받고 싶어 엄마를 쳐다보거나, “봐” 또는 “나 봐”라고 하나요?)  

 예   아니오 

18. 아이한테 뭔가를 하라고 말로 지시할 때 아이가 이해하나요?  

(예,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고 말로만 “의자에 책 갖다 놓아” 또는 “수건 좀 가져와”하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나요?) 

 예   아니오 

19.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면 아이가 엄마의 반응을 보려고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나요?  

(예, 아이가 들어보지 않은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새로운 장난감을 보면,  

엄마 얼굴을 쳐다보나요?)  

 예   아니오 

20. 아이가 움직이는 활동놀이를 좋아하나요?  

(예, 그네처럼 흔들어주기 또는 무릎에 올려서 튕겨주기를 좋아하나요?) 

 예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