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기 자폐증 선별 검사를 위한 M-CHAT ( modified check list for autism )
당신의 아이가 평상시에 어떠한지 다음 질문에 기입해 주세요.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행동이 거의 없다면(당신이 그 행동을 한두 번 본 적이 있으면), 아동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답하세요.
예 (Yes)

1

아이가 당신의 무릎 등에 매달리거나 통통 튀어 오릅니까?

2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집니까?

3

아이가 계단 같은 것에 기어오르는 것을 좋아합니까?

4

아이가 까꿍 놀이, 숨기 놀이 등을 하는 것을 즐겨합니까?

5

아이가 전화하는 흉내 내기, 인형 돌보기처럼 다른 물건을 가칭하며 놀거나 흉내를 냅니까?

6

아이가 어떤 것을 요구하기 위해 자신의 검지로 가리킨 적이 있습니까?

7

아이가 어떤 것에 관심을 표시하기 위해 자신의 검지로 가리킨 적이 있습니까?

8

아이가 자동차나 블록 같은 장난감을 입에 넣거나 불거나, 떨어뜨리지 않고
(장난감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가지고 놉니까?

9

아이가 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해 물건을 가지고 옵니까?

10

아이가 엄마와 1~2초 혹은 그 이상 눈을 맞춥니까?

11

아이가 시끄러운 소리(소음)에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예: 귀를 틀어막기)

12

부모의 얼굴을 보거나 여러분의 미소에 화답하여 미소로써 반응을 보입니까?

13

부모의 행동이나 표정들을 따라(모방)합니까? (예: 침울한 표정을 지으면 따라하는가?)

14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반응을 합니까?

15

부모가 방 건너에 있는 장난감을 가리키면 아이가 그것을 바라봅니까?

16

아이가 잘 걷습니까?

17

부모님이 쳐다보는 것을 아이도 쳐다봅니까?

18

아이가 자신의 얼굴 가까이에서 손가락으로 독특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까?

19

아이가 당신의 관심을 끌려는 행동을 보이나요?

20

아이가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있나요?

21

아이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나요?

22

때때로 멍하니 있거나 쓸데없는 것을 빤히 쳐다보지는 않습니까?

23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부모의 반응을 살핍니까?
각각의 문항에는 예(Yes) / 아니오(No) 로 대답하게 됩니다.
위 문항 중 3개 이상, 이 중 특히 중요한 7개의 문항에서는 두개 이상이 틀리면 자폐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7개의 Key 항목은 13,5,7,23,9,15,2 로서
여기서 2개 이상, 전체 23개 항목 중에서 3개 이상인 경우 자폐증 위험이 높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대략 민감도 0.7, 특이도 0.9, 양성 예측도 0.85)

아니오 (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