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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chool Year 2021-2022 
2021 - 2022 학년도를  위해  

친애하는 학부모, 간병인 및 보호자님에게,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학교 입학을 위한 예방 접종 요건이 변경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규정 강령 제 

17호, 제 1부, 제 4장에 의거하여, 귀하가 자녀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자녀가 예방 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러한 변경 사항을 귀하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17, Division 

1, Chapter 4). 예비유치원 (TK) 및 정규유치원 (K)의 입학과 또는 7학년 중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보건 

의료 분야의 면허를 소지한 전문의에 의해 실행된 2회 Varicella (수두) 백신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Grade Number of Doses Required of Each Immunization 

K – 12th 
Admission 
정규유치원 - 12학년  

입학  

4 Polio4 

소아마비  4 회 접종 

 

5 DTap5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5 회 접종  

3 Hep B6 

B형 간염 3 회 접종 

 

2 MMR7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2 회 접종 
 

2 Varicella 
수두 2 회 접종 

 

(7th-12th)8 

7 - 12학년  

K-12 doses 
정규유치원 - 12학년 

접종 요건 

+ 1 Tdap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1회 접종 추가 

   

7th grade 
Advancement9,10 

7학년  진학 

    1 Tdap8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1 회 접종 

   2 Varicella10 

  수두 2 회 접종 

 

1) 편입생들에게도 K-12 학년 입학 요건이 적용됩니다.  2) 혼합 

백신 (예: MMRV)은 개별 구성 요소 백신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DTP 용량은 DTaP 요구 사항에 포함됩니다. 3) 최소 

요구 연령보다 4 일 또는 그 이내에 투여된 백신은 모두 

유효합니다. 4) 소아마비 백신 3회 접종은 4 세 생일 이후에 1 회 

접종한 경우 요구 조건을 충족합니다.  5) DTaP 4 회 접종은 4 세 

생일 이후에 최소 1 회 접종한 경우 요건을 충족합니다. 7 세 생일 

또는 그 이후에 Tdap, DTaP 또는 DTP 백신을 1 회 이상 접종한 경우 

3 회 접종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7-12 학년 Tdap 요건도 

충족합니다. fn. 8 참조). 
 

 

7 세 생일 이후에 1 ~ 2 회 접종한 Td 백신은 K-12 요건에 

포함됩니다. 6) 7 학년 입학에 대해서는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20335, subdivision (c)를 참조하십시오. 7) 2 회분의 홍역, 

2 회분의 유행성 이하선염, 1 회분의 풍진 백신은 별도로 또는 

조합하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첫 번째 생일 또는 그 이후에 

투여된 용량만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8) 7 - 12 학년의 경우, 7 

세 생일 이후에 백일해 함유 백신을 적어도 1 회 이상 접종해야 

합니다. 9) 비-학년 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12 세 이상의 

학생은 7 학년 진학 요건이 적용됩니다. 10) 7 학년 진학을 위한 

수두 요건은 2025 년 6 월 30 일 이후에 만료됩니다 
 

캘리포니아 소재 학교들은 법률에 따라 예비 유치원 (TK)/또는 정규 유치원 (K)에서 12 학년까지의 모든 

신입생들과 7학년에 진학하는 모든 학생들에 대한 예방 접종 기록을 입학 전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2021년 가을 또는 그 이후에 7학년으로 진학하는 경우, 해당 아동은 7학년 입학 시 유효한 7학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참조). 이러한 요건은 또한 새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자녀가 학교 다니기 전에 만료되는 2019 년 7 월 1 일 또는 그 이후의 개인적 신념 면책 (personal belief 

exemption)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는 현재의 모든 예방 접종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는 

주치의로부터 필요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의료 면제/면책 (medical exemption)을 받고 

예비유치원 (TK)/정규유치원 (K) 또는 7 학년에 입학하거나 새 학교에서 시작하는 경우, 2021 년 1 월 1 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의료 면제법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자녀의 담당 의사와 새로운 CAIR-ME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되는 업데이트된 의료 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자녀의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새로운 의료 면제/면책 요구 사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입학에 문제가 없도록 자녀에게 조기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녀는 입학 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백신 기록이 파일에 보관될 수 있도록 학교에 반드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자녀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오렌지 카운티 공중 보건 (Orange County Public 

Health), (800) 564-8448로 연락하시거나 학교 간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추가적인 정보는 www.shotsforschool.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shotsforschoo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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