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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보호자님께,

귀하의 자녀와 관련될 수 있는 뉴욕주 예방 접종 규정의 변경 사항을 알리기 위해 이
통지문을 보내드립니다. 2014 년 필수 예방 접종 목록이 동봉되었으며
www.nyc.gov/html/doh/downloads/pdf/imm/sch-med-req.pdf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보육 기관에 보내시려면, 해당 보육 프로그램에 자녀의 예방 접종 증빙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014-2015 년에 데이케어 및 프리킨더 (Pre-K) 에 다닐 아동에게 적용되는 예방 접종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b 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 (Haemophilus influenza Type B (Hib) vaccine): 귀하의 자녀가 이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았거나 생후 15 개월 이전에 마지막 접종을 한 경우, 이 백신을 접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폐렴구균 결합 백신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 귀하의 자녀가 이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았거나 2 세 이전에 마지막 접종을 한 경우, 이 백신을 접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 백신 (Influenza vaccine): 자녀는 2014 년 7 월 1 일과 2014 년 12 월 31 일 사이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최소 1 회 접종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육 센터에 등록된 생후 6~59 개월의 모든 아동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매년 12 월 31 일까지 접종
받아야 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요건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www.nyc.gov/html/doh/downloads/pdf/imm/day-care-flu-faq.pdf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DTaP (Diphtheria and Tetanus toxoids and Pertussis: 디프테리아, 파상풍 변독소,
백일해) 백신, 소아마비, MMR (Measles-Mumps-Rubella: 홍역-유행성귀밑샘염-풍진), 수두, 간염 백신에
추가된 것입니다. 모든 필수 백신의 접종 횟수와 접종 간격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Hib 와 PCV 접종 요건은 복잡하며 이전에 접종 받은 백신의 횟수, 백신 접종 시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녀의 담당의와 예방 접종 내역을 검토하여 데이케어 및 프리킨더 입학을 위해 백신 추가 접종이
필요한지 확인해 주십시오.
궁금한 사항은 자녀의 보육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보육부 (Bureau of Child Care) 웹
사이트 www.nyc.gov/health/childcare 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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