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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법적 후견인에게, 
 
본 기관은 무료 시력 검진에 여러분의 자녀가 참여하도록 초청합니다.  
 
배경 정보 
아동 보건 퀸즈랜드 (CHQ)는 퀴즈랜드 학교들의 프랩 아동을 위한 시력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랩 아동을 위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된 간호사가 아동의 
학교를 방문할 것입니다. 좋은 시력은 아동의 교육적, 신체적, 사회적 발달을 위해 중요합니다. 
문제를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 결과가 더 좋습니다. 
 
아동의 시력 검진 절차 
여러분의 자녀는 소속 학교가 동의한 날짜에 시력 검진을 받을 것입니다. 간호사는 다음을 
사용하여 아동의 시력을 검사합니다.  

• 글자 맞추기 카드 
• 아동의 안구 사진을 촬영하는 자동화된 시력 검진 기기. 

 
이러한 검사들은 시력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검진하는 동안 그 자리에 
참석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참석을 원하시는 경우,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시력 검진이 완료되면 여러분에게 서면으로 결과가 발송될 것입니다. 시력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간호사가 여러분에게 전화하여 자녀를 안과 보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검사 받는 
사안에 대해 상의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간호사 보건 준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검진 서비스입니다.  

• 검진 테스트가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 가끔 검진에서 문제를 놓치거나 잘못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검진 테스트를 받은 후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시력이 우려되는 경우, 언제든 안과 보건 전문인에게 자녀를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여러분이 자녀의 시력 검진을 원하시면: 
• 시력 검진 및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Vision Screening & Privacy Consent)를 작성하십시오 

(온라인 혹은 종이 양식 가능). 
• 필요한 경우 여러분 또는 자녀를 위한 무료 통역사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본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달라는 연락이 갈 수도 있는데, 이는 본 기관이 
가정들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시력 검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1800 687 372 (무료 전화) 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간호사 보건 준비 프로그램  

아동 보건 퀸즈랜드 병원 및 보건 서비스 
 

 

 

 

 

 

  Need an interpreter? Contact TIS on 13 14 50               For Deaf Services Queensland, Contact 1300 123 SLC (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