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눈! 당신의 자녀의 시력
자녀의 맑은 눈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그 눈으로 얼마나 잘 보느냐는 학습 및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와 교사는 어린이의 시력이 정상인지 모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시력 검사를 계획하세요.
신생아의 눈 건강 상태는 병원 신생아실과 신생아 진료 때 확인합니다. 일리노이주는 모든
공립 또는 사립 프리스쿨 프로그램 또는 등록된 차일드케어 센터에 다니는 3세 이상의 모든
미취학 아동에 대해 매년 시력 검사를 요구합니다. 시력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안과에
가야 합니다. 어린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에 안과에서 정밀 시력 검사와 안구 정렬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 요소를 인지하세요.
만약 어린이가 미숙아이거나 발달 지체가 있다면, 시력 검사를 더 자주 받아야 합니다 기타
위험 요소로는 눈 부상, 다른 질병 또는 눈 질환의 가족력 등이 있습니다.

잠재적 시력 문제의 징후를 숙지하세요.
부모는 유아기 자녀의 눈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 눈동자가 항상 바깥쪽 또는 안쪽을 향해 있거나 사진으로 볼 때 눈동자가 정렬되지 않은
경우
• 생후 3개월까지 두 눈동자가 정상적으로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
• 두 눈이 아주 다르게 보이는 경우
• 생후 3개월까지 부모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거나, 생후 6개월까지 눈 앞의 장난감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 동공이 검은색이 아니고, 동그랗지 않고, 눈 중앙에 있지 않는 경우
부모는 유아기 자녀가 다음의 증상을 보일때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눈을 찌푸리거나, 눈을 비비거나, 자주 눈물이 나는 경우
• TV에 너무 가까이 앉거나 책을 너무 가까이 들고 보는 경우
• 더 잘 보기 위해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한쪽 눈을 감는 경우
• 친구들보다 빛에 더 민감한 경우
• 책을 보는 등의 근시가 필요한 활동 또는 공을 잡는 등의 원시가 필요한 활동을 피하는 경우
• 자주 두통 또는 눈의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

안과 병원을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어린이의 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린이를 정기적으로 진료하는
의사에게 정밀 눈 검사를 위한 소견서를 받으세요. 시력 관련 문제를 일찍 치료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카운티 보건부에서는 3세 이상의
어린이들을 위한 시력 검사를 지원합니다. 일반 정보는 일리노이주 보건부 시청각 프로그램전화: 217-524-2396(음성) 또는 800-547-0466(문자)으로 문의하세요.
어린이가 안경이 필요한경우, 안경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경을 착용하면 책에 나오는
글자나 운동장 건너편에 있는 친구를 더 잘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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