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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동을 둔 가정을 위한 예방접종 가이드 

학부모님들께: 

여러분 자녀가 다시 차일드케어나 3K, 또는 Pre-K 로 복귀하는 이 시점에, 각 가정에서 기울이고 계실 

여러가지 노고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혼합 모델 수업과 같은 조정된 방식의 등교를 하게 

될지라도, 여전히 가장 최신 예방접종을 모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안내문은 여러 아동교육 프로그램의 리오픈에 맞춰 부모님이 자녀를 준비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침은 여러분 자녀에게 백신접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 드립니다. 

또한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백신접종을 할 수 있는 자료도 안내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귀 자녀가 모든 필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빠진 백신 

접종을 위한 예약 증명을 보이지 않으면, 귀 자녀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면이나 원격 수업에 

참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각 아동교육 프로그램은 뉴욕주 공공보건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아야 할 정보 

● 일명 백신이라 불리는 예방접종은 아동을 홍역, 볼거리, 풍진, 백일해, 수두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아동은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으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 귀 자녀는 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필수 백신의 제 1 차 접종을 대면이나 원격 수업이 시작된 

날로부터 14 역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필수 백신 차트는 3 페이지에 있습니다. 

● 자녀가 가장 최신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접종 스케줄을 잡아야 합니다. 

예방접종 예약을 잡아서 프로그램 시작 첫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각 뱩신의 다음 회차 추가 

접종을 위한 병원 예약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 최근 타주나 외국에서 전입해 온 가정에서 자녀의 의료기록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약간의 유연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OVID-19 시기에 예방접종 받는 방법 

예년에 비해 COVID-19 팬데믹 동안에는 백신을 접종하는 아동의 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COVID-

19 로 인하여 병원 약속을 잡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아동들이 예정된 백신접종 일정을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병원들이 다시 오픈하기는 하였으나 예약이 밀려 있고, 일부 의사들은 아직도 

대면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자녀의 소아과 의사와 약속을 잡을 수 없거나 자녀 담당 의사가 없는 경우, NYC Health + Hospitals 

에서 5 개 보로 전역에 운영하는 클리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클리닉들은 어느 지점에서나 

s 의료보험이 무엇이건, 1 차 병원이 어디이건 관계없이 0-18 세 아동들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예방접종은 기록으로 남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아과 의사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상세한 관련 정보는 

동봉된 영어 안내문 (다른 언어 번역본은 여기에)을 참고 하십시오. 참고: 이 클리닉들에서는 COVID-

19 테스트도 가능 합니다. 그 밖에 자녀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전화 311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s://www.nychealthandhospitals.org/community-healthcare-centers/
https://www.nychealthandhospitals.org/services/child-health-pediatrics-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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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요건 

일부 백신은 특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맞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동안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각 백신의 1 차 접종을 모두 마친 상태 

● 병원에서 다음 회차 백신 접종을 위해 기다리라고 하는 상태 

필수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 위한 추가 회차 접종은 반드시 예방 접종 자문 위원회( Advisory 

Committee Immunization Practices:ACIP) 후속 접종 일정에 따라야 합니다. 2020-2021 필수 

예방접종 ( 여러 언어로 제공) 은 NYCDOE 웹사이트나 본 안내문 3 페이지의 영어 통지문을 참고 

하십시오. 또한 관련 정보는 ACIP 예방접종 스케줄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3 세 자녀가 조기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였는데 지금까지 MMR 과 수두 백신을 단 

1 차례만 접종하였다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이 아동은 DTap 나 DTP, 소아마비, B 형 간염, PCV 및 

인플루엔자 백신 1 회 접종을 학교 첫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해야 하며, 나머지 회차 접종 예약 증명을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종 일정의 변경은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마감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귀 자녀는 필수 접종을 완전히 마치거나, 후속 접종 스케줄에 따를 때까지 프로그램에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귀 자녀의 프로그램에서는 자녀의 예방접종 상태 및 마감일에 관하여 귀 가정과 연락을 주고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락에는 경고문이나 수업 제외 통지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적 예외 

귀 자녀에게 특정 백신이 해로울 수 있는 특수한 건강 상태가 있을 경우, 주치의가 의료적 예외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료적 예외 요청 절차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예외 요청은 반드시 뉴욕주 면허를 가진 의사가 서명해야 합니다. 

● 이 양식은 반드시 NYC (권장) 또는 NYS-승인 양식(NYC 예방접종 의료 예외 요청 양식은 

여기)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 이 양식은 프로그램에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반드시 전체가 모두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양식을 자녀의 프로그램에 제출한 후, 귀 자녀는 DOHMH 에서 이것을 검토하는 동안 프로그램에 

다닐 수 있습니다. 

예외 요청이 거절될 경우, 귀 자녀는 14 일 이내에 필수 백신을 접종(또는 기타 허용된 면역력 입증 

문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프로그램에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가족을 위한 추가 자료 

● 백신은 매우 안전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관련 정보는 백신 안정성을 참고 하십시오. 

●  CDC 에서 안내하는 주사 맞을 때 스트레스를 줄이는 요령  

● 한 번에 여러 가지 백신을 접종하는 아동을 위한 추가 정보 (CDC) 

https://nam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www.cdc.gov/vaccines/schedules/hcp/imz/catchup.html%23table-catchup&data=02|01|MReed6@schools.nyc.gov|f2fa96fa604447316c0408d8438bb515|18492cb7ef45456185710c42e5f7ac07|0|0|637333614596626313&sdata=ZwpG+BTatsuijvZFjMSoy1FwohlOdrjcgh116DG3k4g=&reserved=0
https://nam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www.cdc.gov/vaccines/schedules/hcp/imz/catchup.html%23table-catchup&data=02|01|MReed6@schools.nyc.gov|f2fa96fa604447316c0408d8438bb515|18492cb7ef45456185710c42e5f7ac07|0|0|637333614596626313&sdata=ZwpG+BTatsuijvZFjMSoy1FwohlOdrjcgh116DG3k4g=&reserved=0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immunization-requirements-letter-and-chart-for-school-year-2020-21v2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immunization-requirements-letter-and-chart-for-school-year-2020-21v2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health-and-wellness/immunizations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health-and-wellness/immunizations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health-and-wellness/immunizations
https://nam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www.cdc.gov/vaccines/schedules/hcp/imz/child-adolescent.html&data=02|01|MReed6@schools.nyc.gov|2ff7983d9644499952fa08d767aa2803|18492cb7ef45456185710c42e5f7ac07|0|0|637091852829786382&sdata=hbp52IyvXA1iowr5mS+f/57mQMJVauhGhAyCO+tVgg0=&reserved=0
https://nam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www.cdc.gov/vaccines/schedules/hcp/imz/child-adolescent.html&data=02|01|MReed6@schools.nyc.gov|2ff7983d9644499952fa08d767aa2803|18492cb7ef45456185710c42e5f7ac07|0|0|637091852829786382&sdata=hbp52IyvXA1iowr5mS+f/57mQMJVauhGhAyCO+tVgg0=&reserved=0
http://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medical-request-for-immunization-exemption-english
https://www.cdc.gov/vaccinesafety/index.html
https://www.cdc.gov/vaccines/parents/visit/less-stressful.html
https://www.cdc.gov/vaccinesafety/concerns/multiple-vaccines-immun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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