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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S란 무엇인가?

StEPS 프로그램은 NSW 보건부의 추진정책이며 모든 4

세 아동에게 무료 시력 검진을 제공합니다. 

왜 아이들의 시력 검진이 

필요한가요?

•	 아이들은 시력 문제에 대해 거의 불평하지 않습니다.

•	 아이들은 자기가 잘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일부 아이들은 한 쪽 눈으로는 잘 볼 수 있지만 다른 

쪽 눈은 시력이 매우 나쁠 수도 있습니다.

•	 아이들의 눈이 괜찮아 보여서 부모/보호자는 아이들이 

잘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기지만 일부 아이들에게 

시력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력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들의 시력을 한 번에 한 쪽씩 검사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을 아십니까?

•	 아이가 ‘약시’인 경우,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시력 손상 또는 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이에게 시력 문제가 있는 경우, 조기에 문제를 

찾아내어 치료할수록 더 좋은 시력을 갖게 됩니다. 

•	 부모가 안경을 착용하거나 어릴 때 시력에 문제가 

있었다면 자녀 역시 시력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	 8살 이후에는 아동기 시력 문제 중 일부의 치료가 

불가능해지고, 그 아이는 남은 일생 동안 열악한 

시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 안경도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	 출생 시 저체중 아기 및 신경성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시력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더 큽니다. 

자녀가 시력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NSW 보건부는 모든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시력 검진을 받도록 조언하며, 모든 4세 아이들이 

시력 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자녀가 어떻게 StEPS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나요?

지역 보건 기관 (Local Health District)에서 프리스쿨 

및 아동보육센터를 대상으로 모든 4세 어린이에게 무료 

시력 검진을 제공합니다. 자녀의 시력 검진을 위해서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프리스쿨/아동보육센터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아동 및 가족 보건 서비스 (Child & Family 

Health Service)를 통해서 4세 자녀가 무료로 시력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아동 및 가족 보건 

서비스 연락처는 본 팜플렛의 뒷면에 있습니다.

자녀의 시력 문제 여부를 어떻게 

알게 되나요?

시력 검진을 받는 아이들의 모든 부모/보호자는 아이들의 

시력 검진 평가 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시력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안과 보건 전문가를 통해 아이의 시력을 

정밀하게 검사 받으라는 지역 보건 기관의 연락이 올 

것입니다. 

아이들의 시력은 대략 8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발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력형성기 전반에 걸쳐 모든 

아이들의 시력이 정상적으로 발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S 프로그램은 시력 검진 프로그램이며 정밀 진단 

평가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시력에 대하여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안과 보건 전문가를 통해 자녀의 

시력을 정밀하게 검사 하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