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ren’s Health Queensland Hospital and Health Service
Child and Youth Community Health Service

아동 보건 퀸즈랜드 병원 및 보건 서비스
아동 및 청소년 커뮤니티 보건 서비스
초등학교 간호사
보건 준비 프로그램

부모 및 보호자를 위
한 시력 검진 안내
초등학교 간호사 보건 준비 프로그램 (PSNHRP)
은 프랩 아동을 대상으로 퀸즈랜드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시력 검진입니다.
PSNHRP에는 퀸즈랜드 전역에 기반을 둔 숙련된
간호사 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프랩에 다니는 동안 자녀의 학교를 방문하여
시력 검진을 수행합니다. 자녀의 시각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학습 및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눈 상태를 시력 검진을 통해서
체크합니다.

본 기관이 하는 일
•본
 프로그램은 두 가지 비외과적 검진 도구를
이용하여 아동의 시력을 검진합니다.
•검
 진은 학교에서 동의한 날짜에 이루어지고 5분도
채 걸리지 않으며 아이들의 학습 중단을 최소한으로
합니다.
•검
 진 전에 등록된 간호사가 해당 교실의 아이들에게
시력 검진 절차를 설명하고, 아이들의 신원확인을
위해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및 부모나 법적
후견인의 이름을 묻습니다.
•학
 부모가 검진에 참석할 필요는 없지만, 참석을
원하시는 경우,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녀가 시력 검진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결과가
서면으로 발송됩니다. 시력에 대한 우려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간호사가 전화해서, 자녀를 안과
보건 전문인에게 의뢰하여 더 정밀한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의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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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자
 녀의 학교에서 자녀가 프랩에 다니는
동안 시력 검진 동의서 팩을 배포할
것입니다. 그것을 작성하여 최대한 조속히
학교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본
 프로그램은 색맹에 대한 검진을 하지 않으며
아동의 청력 검진을 위한 자금 지원도 받지
않습니다.
•시
 력 우려사항이 벌견되어 자녀에게 안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격이 되는 헬스케어 카드
소지자에게는 안경 제공 제도 (SSS)를 통한 기본
안경이 무료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www.health.qld.gov.au/mass/prescribe/spectacles
•언
 제든 자녀의 시력에 대해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자녀를 안과 보건 전문인 (검안사/안과의사)에게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하십시오.
•필
 요한 경우, 본 프로그램은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통역사/번역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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