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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학부모, 보호자 및 학생 여러분, 

학생 예방접종 상태 신고의 필요성에 대해 

BC 주 정부는 BC 주의 모든 학생이 예방 접종 상태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공중 보건소가 

모든 학생 예방 접종 기록을 수집하도록 허용합니다. 모든 기록은 주정부 예방 접종 등록부에 

저장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정보는 BC주 학생 예방 접종 상태에 대한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예방 접종 기록을 수집하면 공중 보건소에서 발병을 통제하고 학생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 학교에서 발생하면 공중 보건소는 어떤 아동이 예방 

접종을 했으며, 어떤 학생이 접종을 하지 않았는지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행동하고 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발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예방 접종 보고 및 예방 접종 클리닉에 대해 올해 각 학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되어 있습니다. 

A. 유치원생의 경우

• 공중 보건소 직원은 보관하고 있는 예방 접종 기록을 확인합니다. 기록이 없거나 기록이 미비한

경우 아동의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B. 6학년과 9학년 학생의 경우

• 공중 보건 간호사가 학교에서 예방 접종을 제공할 것입니다.

• 학교의 예방 접종 클리닉 전에 각 학생의 동의서를 가정으로 보냅니다.

• 동의서에서 예방 접종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동의서에 기재 되지 않은 예방 접종 기록이 더

있으면 다음 주소로 보건소에 제출하십시오 fraserhealth.ca/immunizationform.

C 기타 모든 학년(1, 2, 3, 4, 5, 7, 8, 10, 11, 12학년 포함) 학생의 경우 

•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예방 접종 기록은 healthgateway.gov.bc.ca 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세 이하 학생의 기록은 학부모/보호자 계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세 이상의 학생은 자신의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Health Gateway에 접속할 수 없고 기록이 없는 경우, 기록을 요청하기 위해 자녀를 예방접종한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Fraser Health 공중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받았다면 기록이 보관됩니다.

Health Gateway의 "예방접종 예측"을 검토하여 기록에서 기한이 이미 지났거나 누락된 예방

접종을 확인하십시오.

https://immunizebc.ca/vaccination-status-reporting-regulation
http://fraserhealth.ca/immunizationform
/Users/RobinKim/Downloads/healthgateway.gov.bc.ca


• 예방 접종이 "기한 경과"로 표시되지만 이미 접종되었음을 알고 있는 경우 :

공중 보건소에 기록을 제출하십시오. fraserhealth.ca/immunizationform 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하거나 지역 보건소에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기록을 제출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성명

- 생년월일

- 태어날 때의 성별

- 가능한 경우 개인 의료 번호(PHN).

또한 First Nations 지역 사회인 경우 지역 보건 간호사에게 예방 접종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예방 접종이 만기 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지역 보건소, 가정의 또는 약사와 약속을 잡으십시오. 모든 가정의와 약국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지역사회 백신 제공자 목록을 보려면 fraserhealth.ca/GetImmunized를 방문하십시오 . 

• 공중 보건소에서 진료를 예약하려면 해당 지역사회의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미션, 아보츠포드, 칠리웍, 아가지즈, 호프에 거주하는 경우 604-702-4906 

버나비, 코퀴틀람, 메이플리지, 핏메도우,  

뉴웨스트민스터, 포트코퀴틀람, 포트무디, 델타, 써리, 화이트락, 

랭리 에 거주하는 경우 

604-476-7087 

예방접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raserhealth.ca/immunizations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r. Lindsay Bowthorpe, MD, CCFP, MPH, 

FRCPC 의료 보건 담당관, 의료 디렉터 

http://fraserhealth.ca/immunizationform
https://www.fraserhealth.ca/GetImmunized#.Y3awAmmIaN4
https://www.fraserhealth.ca/immunizations#.Y3awYWmIaN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