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 Student file, Attendance Teacher (Public School) SH-88 (rev. June 2022) Exclusion 
T-34482 (Korean) 

예방접종 기록 미비로 인한 등교 금지 통지문 

자녀 성명:  날짜: 

학교 ID:  학년/학급:  

학교:  학교 전화번호: 

학부모/보호자님 귀하: 

____/____/______ 일 자로 귀하의 자녀는 필수적인 학교 예방접종 미비로 인해 학교에 등교할 수 없습니다.  공공 

보건법 § 2164 에 따라, 귀하의 자녀는 아래의 필수 예방접종(들)에 대한 다음 회 차의 접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혈액검사를 통해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소아마비, B 형 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확인될 때까지 학교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백신 필수 접종 횟수 주의(나이 및 학년 별 상세 요건은 SH65 참고) 

DTaP  

(디프테리아-파상풍-무세포 백일해) 

DTP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Td  

(파상풍-디프테리아) 

__ 1 차 __  2 차 __  3 차 

__ 4 차 __  5 차 

Tdap  

(파상풍-디프테리아- 무세포 백일해) 
__ 1 차 

만 10 세 또는 그 이후에 접종한 Tdap(또는 DTaP) 접종만 

6 학년, 7 학년 및 8 학년 요건을 충족함, 만 7 세 또는 그 

이후 접종은 9-12 학년 요건을 충족함. 

IPV/OPV 

(소아마비) 
__ 1 차 __  2 차 __  3 차 __  4 차 

면역이 형성되었음을 증명하는 혈액검사 결과를 제출해도 

되지만, 반드시 3 종의 소아마비 유형 모두를 포함해야 

합니다(검사는 반드시 2019 년 9 월 이전 실시). 

MMR 

(홍역, 볼거리, 풍진) 
__1 차 __    2 차 면역이 형성되었음을 증명하는 혈액검사 결과 제출 가능. 

HepB 

(B 형 간염) 
__ 1 차 __  2 차 __   3 차 

면역이 형성되었음을 증명하거나 만성 B 형 간염의 감염을 

증명하는 혈액검사 결과 제출 가능. 

Varicella 

(수두) 
__ 1 차 __  2 차 

면역이 형성되었음을 증명하는 혈액검사 결과 또는 감염 

사실을 보여주는 의사소견서 제출 가능. 

MenACWY 

(뇌척수막염균) 
__ 1 차 __  2 차 

만 10 세 또는 그 이후에 접종한 MenACWY 접종만 7 학년, 

8 학년 및 9 학년 요건을 충족함, 만 10 세 이전의 접종은 

10-12 학년의 1 차 접종 요건을 충족함.

Hib 

(Hib 뇌수막염) 
__ 1 차 __  2 차 __  3 차 __  4 차 차일드 케어, 헤드 스타트, 널서리, 3K 또는 Pre-K 

PCV 

(폐구균단백결합 백신) 
__ 1 차 __  2 차 __  3 차 __  4 차 차일드 케어, 헤드 스타트, 널서리, 3K 또는 Pre-K 

Influenza(인플루엔자) __ 1 차 차일드 케어, 헤드 스타트, 널서리, 3K 또는 Pre-K 

의료제공처 참고사항: 웹사이트 schools.nyc.gov 에서 “예방접종(immunizations)”을 검색하여, “의료제공처용 정보(Information for 

Providers)” 항목의 SH65 (2022-23 학년도 의료 요건) 및 필수 예방접종 관련 양식을 살펴보십시오. 
Note to Providers: Please go to schools.nyc.gov and search “immunizations” to review SH65 (Medical Requirements for School 
Year 2022-23) in the “Information for Providers” section and school immunization requirements-related forms. 

이 양식을 자녀의 의사에게 보여주고, 이곳에 열거된 백신 중 자녀가 아직 맞지 않은 것들을 접종하게 하십시오.

자녀가 이미 이 백신들을 접종하였다면, 예방접종 기록이나 면역 보유 증거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십시오. 상기

이외 접종 일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교 예방접종 요건 관련법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자녀가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311 로 문의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Accessibility Report


		Filename: 

		34482 OSH 2022 Aug Parent Exclusion Letter_Korean_QC.pdf




		Report created by: 

		

		Organization: 

		




[Enter personal and organization information through the Preferences > Identity dialog.]


Summary


The checker found no problems in this document.


		Needs manual check: 0

		Passed manually: 2

		Failed manually: 0

		Skipped: 2

		Passed: 28

		Failed: 0




Detailed Report


		Document



		Rule Name		Status		Description

		Accessibility permission flag		Passed		Accessibility permission flag must be set

		Image-only PDF		Passed		Document is not image-only PDF

		Tagged PDF		Passed		Document is tagged PDF

		Logical Reading Order		Passed manually		Document structure provides a logical reading order

		Primary language		Passed		Text language is specified

		Title		Passed		Document title is showing in title bar

		Bookmarks		Passed		Bookmarks are present in large documents

		Color contrast		Passed manually		Document has appropriate color contrast

		Page Content



		Rule Name		Status		Description

		Tagged content		Passed		All page content is tagged

		Tagged annotations		Passed		All annotations are tagged

		Tab order		Passed		Tab order is consistent with structure order

		Character encoding		Skipped		Reliable character encoding is provided

		Tagged multimedia		Passed		All multimedia objects are tagged

		Screen flicker		Passed		Page will not cause screen flicker

		Scripts		Passed		No inaccessible scripts

		Timed responses		Passed		Page does not require timed responses

		Navigation links		Passed		Navigation links are not repetitive

		Forms



		Rule Name		Status		Description

		Tagged form fields		Passed		All form fields are tagged

		Field descriptions		Passed		All form fields have description

		Alternate Text



		Rule Name		Status		Description

		Figures alternate text		Passed		Figures require alternate text

		Nested alternate text		Passed		Alternate text that will never be read

		Associated with content		Passed		Alternate text must be associated with some content

		Hides annotation		Passed		Alternate text should not hide annotation

		Other elements alternate text		Passed		Other elements that require alternate text

		Tables



		Rule Name		Status		Description

		Rows		Passed		TR must be a child of Table, THead, TBody, or TFoot

		TH and TD		Passed		TH and TD must be children of TR

		Headers		Passed		Tables should have headers

		Regularity		Passed		Tables must contain the same number of columns in each row and rows in each column

		Summary		Skipped		Tables must have a summary

		Lists



		Rule Name		Status		Description

		List items		Passed		LI must be a child of L

		Lbl and LBody		Passed		Lbl and LBody must be children of LI

		Headings



		Rule Name		Status		Description

		Appropriate nesting		Passed		Appropriate nesting






Back to Top
	Childs Name: 
	Letter Date: 
	School ID: 
	GradeClass: 
	School: 
	School Phone: 
	Month: 
	Date: 
	Year: 
	DTaP, DTP, Td dose 1: Off
	DTaP, DTP, Td dose 2: Off
	DTaP, DTP, Td dose 3: Off
	DTaP, DTP, Td dose 4: Off
	DTaP, DTP, Td dose 5: Off
	Notes: 
	Tdap dose 1: Off
	IPV/OPV dose 1: Off
	IPV/OPV dose 2: Off
	IPV/OPV dose 3: Off
	IPV/OPV dose 4: Off
	MMR dose 1: Off
	MMR dose 2: Off
	HepB dose 1: Off
	HepB dose 2: Off
	HepB dose 3: Off
	Varicella dose 1: Off
	Varicella dose 2: Off
	MenACWY dose 1: Off
	MenACWY dose 2: Off
	Hib dose 1: Off
	Hib dose 2: Off
	Hib dose 3: Off
	Hib dose 4: Off
	PCV dose 1: Off
	PCV dose 2: Off
	PCV dose 3: Off
	PCV dose 4: Off
	Influenza dose 1: Of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