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on

종합 안과 검진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Korean

의사는 다음을 검사합니다 :
•
•
•
•

•
•

눈의 건강
근시와 원시
난시
촛점맞추는
능력
눈 정렬
색깔 분별 능력

시력에 문제가 있다는 조짐
많은 시력 관련 문제점들은 오직 종합
안과 검진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시력은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학교에 시력검사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니오. 그러므로 학부모님들이 정기
안과검진에 자녀들을 데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TV에 지나치게 가까이 앉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표지판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을 찡그리거나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입니다

우리 아이는 시력에 문제가 있는데
안경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
에서나 집에서 안경을
쓰도록 장려할 수
있게 함께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자녀의 교사와
의논하십시오. 나이든 자녀들은 콘택트
렌즈를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까운 검안사를 찾으시려면,
416 256 4411 로 전화를 하시던가
www.eyecareoao.com 을 방문하십시오.

눈을 자주 비빕니다
사물에 자주 부딪칩니다
한쪽 눈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돌아갑니다
두통이나 현기증, 구역질을 느낍니다
가까이 보는 것을 피합니다
독서를 하는동안 자주 읽던 곳을 잊어버립니다

이 팜플렛은 www.tdsb.on.ca 에서 아랍어, 중국어,
페르시아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펀잡어, 러시아어,
소말리아어, 스페인어, 타밀어, 우르두어,
베트남어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시력검사를 했습니까?
좋은 시력은 학습을 할 수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은
칠판을 확실하게 보고, 책을 읽고
학급활동에 전적으로 참가하기 위해서
좋은 시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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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문제는 아이들로 하여금
학습이 어렵도록 합니다. 정기 시력
검진은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시력검사를 했습니까?
시력 문제는 얼마나 보편적인지요?
시력 문제는 매우
보편적입니다.
아이들 여섯 중의
하나는 시력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한번도
시력검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력 문제가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예. 아이들이아는것의 80%가 눈을통해
학습됩니다. 시력이 나쁜아이들은
학업에
집중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기가
꺾이고
다른아이들보다 능력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발견되지 않은 시력문제와
다른 요소들이 성적표의 나쁜 성적에
기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아이들은
시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첫

시력검사를

아이들은 세 살이
되기 전에 검안사에
의해서 종합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검안사가 권하는 대로,
대부분 매 1-2 년에 한번씩 받아야
합니다

시력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아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안 할 겁니다. 아이들은 그들의
시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항상
아는 것이아닙니다.
그들은 아마도
모두가 그들이 보는
것처럼
사물을 본다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기 시력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예. 많은 아이들은 특별히
열심히 노력해서 시력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시력문제가
교정되면 어쩌면 더욱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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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우리 아이의 눈을 검사할 수
있나요?
검안사들과 안과의사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정확하게 보는지를 결정할수
있는 장비와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부
일반의와 소아과
의사들도부분적인
눈 검사를 합니다.
검안사, 안과 의사,
일반의 그리고
소아과 의사들은
안과 감염이나 다른
안과 건강 문제들에 대해 여러분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OHIP이 시력검사를 커버합니까?
예.OHIP 은아이들의
매년의 안과 검사를
지불합니다.
검안사에게여러분
자녀의 헬스카드를
가지고 가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OHIP이 안경 비용을 커버합니까?
아니오. 여러분은
검안사로부터
안경을 사거나
처방을 가지고
안경을 파는
가게로 가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