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귀 자녀의 시력을 검사한 결과 어떤 문제

가 있을지 모른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자녀가 정밀 시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을 하십시오. 이것은 자녀의 
시력 이상 여부를 밝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 시력 이상은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정밀 시력검사 받기

•  귀 자녀의 시력검사를 담당했던 시청력 검사원(Vision 
Hearing Technician)에게 문의하십시오. 이들의 연락처는 
오른편에 나옵니다. 검사 예약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안내
해 드립니다.

•  아니면 검안사나 안과 전문의 또는 담당 가정의에게 문의
하십시오.

간이 시력검사

정밀 시력검사 의뢰

검사비
검안사나 개업 안과 전문의는 보통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예약시 검사비가 얼마
인지 확인하십시오.

가정환경에 따라 검사비를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경 보조금이라 
불리는 지원책의 일환입니다. 안경 보조금 팸플릿이 따로 동봉되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가까운 병원이나 검안사, 또는 개업 안과 전문의에게 
연락해 검사 예약을 하십시오.

병원 예약
•  가까운 병원에 가서 아이의 정밀 시력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팸플릿과 함께 받으신 편지에는 예약방법
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곧바로 예약날짜가 잡히지 않아 일정 기간 기다려야 할
지 모릅니다.

검안사나 안과 전문의

•  전화번호부를 보면 검안사나 개업 안과  
전문의들의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정밀검사 안내...

정밀검사
예약시 검사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검사 
테스트는 아이에게 안전합니다. 검사가 끝나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검사실에 가족을 대동해도 좋지만 주의가 산만해지면 
원활한 검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밀검사 결과, 아이의 시력 이상이 판명될 경우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얻게 됩니다. 또 부모로
서 귀하가 취하고자 하는 대책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아이가 정상 시력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간이 시력검사 결과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이 밝
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
간이 시력검사 후 아이에게 정밀검사
를 받게 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과 의논할 필
요도 있습니다.

비록 이 정밀검사에 통과하더라도 아이가 
나중에 어떤 시력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 시력검사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거나 이 팸플
릿을 내려받으려면 보건부 웹사이트: http://www.moh.govt.
nz/b4schoolcheck를 방문하거나 24시간 체제로 무료 보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라인(전화 
0800 611 116)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