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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건 서비스 부서

7 학년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친애하는 학부모, 간병인 및 보호자님에게,
2019 년 7 월 1 일부터 실시되는 학교 입학 예방 접종 요구사항이 최근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귀하의 자녀의 예방 접종을 위해 자녀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할 수 있도록 이러한 변경
사항을 귀하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규 Title 17, Division 1, Chapter 4). 과도기유치원
(TK) 또는 유치원 (K)의 초등학교 입학과 또는 7 학년 중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면허를 받은
캘리포니아 의료 전문가에 의해 실행된 두 번째의 Varicella (수두) 백신 요구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Grade 학년

Number of Doses Required of Each Immunization 각 면역 예방에
요구되는 접종 횟수

TK/K-12 Admission

4 Polio

5 DTaP

2 MMR

2 Varicella

과도기유치원 (TK)/
유치원 (K) - 12 학년 입학

(소아마비 접종 4 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접종 5 회)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및 풍진
접종 2 회)

(수두 접종 2 회)

7 grade

Same as above

Same as above

Same as above

Same as above

7 학년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th

6th grade
advancement
to 7th grade
6 학년에서
7 학년으로 진급

1 Tdap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접종 1 회)

nd

Verify 2
Varicella

(수두 2 차 접종 확인)

캘리포니아 소재 학교들은 법에 따라 과도기유치원 (TK) 및/또는 유치원 (K) - 12 학년까지의 모든
신입생들과 7 학년에 진학하는 모든 학생들에 대한 예방 접종 기록을 입 학 전 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만약 그들이 6051 항, 학교를 위한 접종 (Shots for School)에 따라 의료 면제를
받게 되면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는 주치의로부터 필요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자 녀 가 조 기 예 방 접 종 을
하는 것은 중요하며, 그렇게 하면 학교 입학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귀하의 자녀는 입학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백신 기록을 학교에 가져와서 파일에 보관되도록 하십시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자녀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오렌지 카운티 공중 보건부 (Orange County Public Health), (800) 564-8448,
또는 학교 간호교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