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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선글라스는 태양 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글라스는 어린이들이 착용해도 좋습니다.그
러나 민감한 어린이의 눈을 보호하는 것이 외형
만 멋지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해변가에서 휴가를 즐 길 때 나 집 정원에서 휴식을 취 할 때 나 햇빛이 비 칠 때 아이들은 밖 에
서 놀 고 싶어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잊 지 않 고 아이들에게 선크림을 발라주고 모자를 씌
우지만, 선글라스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 지 못합니다. f 어린이들의 눈 은 특 히
더 민감하기 때문에야외에 나 갈 때 는 안경사에 의 해 맞 춤 제작된 어린이용 선글라스가 꼭
필요합니다.
햇빛이 비치는 날 아이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밖에서 신나게
놀면서 즐기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좀 더 신경쓰는 부모님들은 햇빛을 차단하기 위
해 아이들에게 선크림을 발라주고 모자도 씌워줍니다. 그러나, 모자와 선크림이 필요한 경우라
면 반드시 선글라스도 착용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눈은 태양 광선에 노출될 때 특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의 눈은 성인의 눈보다 더 투명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빛이 통과하게 되고, 태
양의 단파 광선에 대한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자외선으로 인해 더 많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
다. 어린이들이 태양 광선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눈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위험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십여년 이상 자외선에 노출되면 노년기에 백내장과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
니다.선글라스는 아이들을 위한 멋진 악세서리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보통 안경과 마찬가지로 f 선글라스 안경렌즈의 품질 은 매우 중요합니다. 값싼 안경은 일반적
인 안경으로서의 보호기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안경 렌즈에 기스가 생겼다면 그 안경은 더이
상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랗거나, 파랗거나, 붉은 렌즈의 선글라스의 렌즈는 어린이
의 색 인지 능력을 왜곡시킵니다. 가까운 안경원에서는 자녀분들에게 알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 입니다.

자이스 온라인 시력검사
명암과 색상을 얼마나 잘 인식하세요? 여기에서
빠르고 간단하게 시력을 체크하세요!
지금 시력검사를 시작하세요!

어린이용 선글라스 구매시 알아야 할 사항
안경테는 날카롭지 않고 쉽게 부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f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좋은 품질의 안경 렌즈를 선택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성인과 어린이 모두 선글
라스를 착용하면 동공이 확대되는데 선글라스 렌즈가 적절하게 자외선을 차단하지 않으면, 위
험한 자외선이 그대로 통과되어 심하면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렌즈에 CE
마크와 UV-400 라벨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안경렌즈는 유럽에서 품질규격에 적합 인
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선글라스를 선택하실 때에는 어린이들의 경우 안경이 잘 맞는지, 너무 꽉 끼거나 불편한지를 스
스로 판단할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안경사의 경험을 믿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문가들
이 어린이들의 두상에 맞는 완벽한 선글라스를 추천해 드릴 것입니다.
팁: 아이들이 확실히 선글라스를 쓰 게 하려면 스스로 선글라스를 선택하게 하십시오.

하지만, 선글라스는어린 유아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아의 콧대와 귀는 안경을 착용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유아에게는 챙이 넓은 모자
나 그늘이 유아를 위한 최고의 보호장치 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아무리 늦어도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는 알맞는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합니다.

나의 시력 프로파일
눈을 사용하는 나만의 독특한 습관을 알아보
고 내게 맞는 자이스 안경 렌즈 찾기.
지금 나만의 시력 프로파일을 작성해 보세요!

주변 지역의 자이스 패밀리 안경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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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어린이를 위 한 안경에
는 왜 우수한 자외선 차
단 기능이 꼭 필요할까
요?
부모가 알아야 할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아이의
눈을 보호하는 방법.

Help, 나 의 아이에게 안
경 이 필요할까?
왜 아기나 어린이들의 정
기적인 시력검사가 중요
할까?

어린이들을 위한 올 바
른 안경테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어린이들
을 위한 안경테 선택에서
중요한 점은 외형 만이
아닙니다.

어린이에게 완벽한 시
야 제공
어린이용 안경은 엄격한
기준까지도 충족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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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품

아웃도어 렌 즈 솔루션
패션과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한 렌
즈
추가 정보

단초점 렌 즈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반 안경 렌즈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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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경사 및 안 전문의 포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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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 + 독서용 안경

정품 확인

비즈니스 파트너를 선택할 때 눈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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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 기동성

오피스 안경

온라인 시력 검사

스포츠 + 레저

스포츠 안경

직장 생활

어린이 안경

뜨고 살펴보세요
도구 + 기술
자이스 안경 렌즈
자이스 세척 솔루션
파트너넷
비주스토어

렌즈 코팅
콘택트렌즈
렌즈 세척
안경원에서

자이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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