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xt Steps for Next Steps for 
Newborn Hearing Newborn Hearing 

Screening Follow-upScreening Follow-up

Your baby’s hearing screening shows that more 
testing is needed. Many babies who don’t pass 
the screening are found to have normal hearing. 
Yet, some babies are born with a permanent 
hearing loss. It is important that a special 
diagnostic hearing test be done by an 
audiologist who is trained to work with babies.

How to follow-up after not passing newborn hearing screening:
1. Call your baby’s doctor for a referral and help getting a follow-up hearing test

with an audiologist who works with babies and has the special equipment.
• Talk to your baby’s doctor about the option of testing for Cytomegalovirus

(CMV) prior to 21 days of age.

2. And/or call your insurance company and tell them that your baby needs a
“diagnostic hearing test”. Ask what you need to do to get the test paid for by
insurance.

3. If you need help locating an audiologist near you: Call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 Specialized Care for Children at: (800) 322-3722 or log onto
www.ehdi-pals.org for a national listing of pediatric audiologists.

4. Call the pediatric audiologist and make an appointment.

5. At the appointment with the pediatric audiologist:
•  Confirm the audiologist takes your insurance, medical card and/or Specialized

Care for Children.
• Have the audiologist send the test results to your baby’s doctor and to the

Illinoi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Pediatric Audiologist:
health care provider who has 
special training and equipment for 
testing babies.

Babies are tested for 
hearing loss at birth. 
Knowing how 
much a baby 
can hear as 
early in life 
as possible 
means your 
child will not 
miss out on communication 
and important learning 
experiences.

• Screen hearing no
later than 1 month

• Identify a hearing
loss no later than
3 months

• Connect to
intervention and
services no later
than 6 months

Program Goals:

If your baby did not pass the 
newborn hearing screening, a 
follow-up hearing test is the 
only way to find out if there 

is a hearing loss.
If your baby did not pass the newborn 
hearing screening, a follow-up hearing 

test is the only way to find out if there is 
a hearing loss.

The sooner you 
start, the further 

they get.

Next Steps for New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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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s who may 
work with your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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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gnant women who contract CMV can pass the virus to their unborn baby, which 
can result in multiple disabilities including: hearing loss, vision loss, poor brain 
growth, cerebral palsy, epilepsy, and in rare cases, fetal death. If your infant did not 
pass the newborn hearing screening in the hospital, discuss the options for testing 
for CMV prior to 21 days of life.

Otolaryngologist or 
Otologist:
medical doctor who specializes in 
the problems of the ear, nose and 
throat and is sometimes called an 
ENT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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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아기의 청력 검사 결과,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
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많은 아기들이 정상 청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일부 아기는 
영구적 청력 손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소아 청력 전
문의로부터 특수 진단 청력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생아 청력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 재검사 절차:
1. 아기의	주치의에게	연락하여	특수	장비를	갖춘	소아	청력	전문의를	소개받고	청력	재검

사를	받기	위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 출생 후 21일 이전에아기의	주치의와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검사	절차에	관해	상의
합니다.

2. 	(해당자의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아기가	‘진단용	청력	검사(diagnostic	hearing	test)’
를	받아야	한다고	알립니다.	검사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3. 가까운	청력	전문의의	위치를	알고	싶으시면:	일리노이대학교	시카고(UIC)
어린이전문케어(Specialized	Care	for	Children):	(800)	322-3722	번으로	전화하거나
www.ehdi-pals.org	사이트에서	전국	소아	청력	전문의의	연락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 	소아	청력	전문의에게	전화해서	예약을	합니다.

5. 	소아	청력	전문의와	진료를	받을	때:
• 소아	청력	전문의가	귀하의	보험,	의료보험	카드,	및	어린이전문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청력	전문의에게	아기의	주치의와	일리노이	공공보건국에	검사	결과를	보내도록
요청합니다.

아기는 출생 시 
청력 손실 검사를 받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기에 
아기가 얼마나 
들을 수 있는
지 알아야 자
녀의 의사소통
과 중요한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작이 빠를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CMV에	감염된	임산부는	태아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으며,	청각	손실,	시각	
손실,	뇌성장	장애,	뇌성마비,	간질등의	장애	또는	드문	경우	태아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기가	병원에서	신생아	청력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생후	
21일	전에	CMV	검사	옵션을	상의하십시오.

소아 청력 전문의(Pediatric 
Audiologist):
유아	검사를	위한	특수	훈련	및	장비
를	갖춘	헬스케어	제공자.

귀하의 아기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의사:

이비인후과 전문의
(Otolaryngologist) 혹은 이
과 전문의(Otologist):
귀,	코,	목	관련	질병을	전문적으로	
진단하는	의사로,	ENT	전문의라고
도	합니다.

For Information
(정보)

일리노이 복지 국 -조기 중재
You may call the automated helpline at:

(자동	헬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800-323-4769 (Voice/음성)
1-800-447-6404 (TTY)

www.dhs.state.il.us/EI

Illinoi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일리노이 공공보건국)

1-217-782-4733 (Voice/음성)
1-800-547-0466 (TTY)

Referrals and Resources 
(지원 기관 및 참고 자료)

Hospital Screening
(병원 검사)

Early Intervention
(조기 중재)

1-800-322-3722 (Voice/음성)
dscc.uic.edu

This	publication	was	supported	in	part	by	the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under	Award	No.	6	H61MC04498-16-02	and	its	contents	are	solely	the	responsibility	of	
the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이	출판물은	Award	No.	6	H61MC04498-16-02에	의거,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의	지원을	일부	받았으며,	내용은	저자에게만	책임이	있고	보건복지부
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Printed by Authority of the State of Illinois     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