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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아이의 행동을 토대로 아래 항목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전 
문항에 응답해주십시오. 만약 아래 질문중 그 행동의 횟수가 빈번하지 않으면 (예-
한 두번 본 경우) 그 문항은 ‘아니오’ 라고 답해 주십시오. 

 
1. 당신이 아이를 안고 그네 처럼 흔들어 주는 놀이나 무릎에     예 아니오 
앉혀 아래 위로 흔들어 주는 놀이를 아이가 좋아합니까?    

2.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표하나요?       예 아니오 
3.  아이가 물건이나 가구에 올라가기나 계단 오르기를      예 아니오  

 좋아합니까?      
4. 아이가 까꿍 놀이 나 숨바꼭질을 좋아합니까?       예 아니오 
5. 아이가 흉내 놀이를 좋아합니까? (예--인형 돌보기, 전화 걸기     예 아니오 
놀기) 

      6.  아이가 뭔가를 요구할 때 검지 손가락으로 가리킵니까?        예 아니오 
      7.  아이가 흥미로운 것을 가리키기 위해 검지 손가락을       예 아니오 
           사용합니까? 

8. 아이가 자동차나 블록같은 작은 장난감을 입으로 빨거나     예 아니오  
      반복적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나이에 맞게 갖고 노나요?   

      9.  아이가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해 장난감이나 기타 물건을     예 아니오 
           가지고 오나요? 
     10. 아이가 1초에서 2초 이상 당신의 눈을 응시하나요?      예 아니오 
     11. 아이가 소리에 민감하다고 느끼시나요?         예 아니오 
           (예-- 시끄러워 귀를 막는 행동) 
     12. 당신의 얼굴을 보면 미소를 짓거나 당신이 웃으면 따라 웃나요?   예 아니오 
     13. 아이가 당신을 따라 하나요? (예--찡그리면 따라서 찡그림)     예 아니오 
     14. 당신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반응을 하나요?       예 아니오 
     15. 당신이 멀리 있는 물건을 손으로 가리키면 그 쪽을 보나요?     예 아니오 
     16. 아이가 걸어 다니나요?          예 아니오 
     17. 아이가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따라 보나요?       예 아니오 
     18. 아이가 얼굴 주위에서 손가락으로 특이한 행동을 하나요?     예 아니오 
     19. 아이가 자신의 행동으로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하나요?      예 아니오 
     20. 아이의 청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21. 아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나요?        예 아니오 
     22. 아이가 허공을 응시하거나 정처 없이 배회하나요?      예 아니오 
     23. 아이가 낯선 것을 봤을 때 당신의 반응을 보기 위해 당신의      예 아니오 
           얼굴을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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