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 어느 때보다 자녀가 표준 일정에
맞게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학교 예방접종 요건

DC 법률1 및 규정2에 따라 컬럼비아 특별구에 소재한 학교는 등록 및 출석의 일환으로 학생의 소아 예방접종 요건3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학교에서는 부모, 보호자 또는 성인 학생에게 미접종 사실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학생이 수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접종을 받지 않는 경우, 학교에서는 예방접종 확인서를 수령할 때까지
학생을 대면 수업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1. 예방접종(백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홍역과 같은 대다수의 감염병은 전염성이 매우 높으며 DC의
어린이 주민들에게 위험합니다. 이러한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전교 학생이 등교 전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모두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는 백신에 대해 알아야 할 6
가지 사항(Six Things YOU Need to Know about Vaccines),4
백신 결정하기: 일반적인 문제 해결(Making the Vaccine
Decision: Addressing Common Concerns)5 및 HPV에
대한 사실(Facts About HPV)6 등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관련한
정보를 담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5.

아이의 학교에 예방접종 확인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DOCIIS 기록에 자녀가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면 학교에서 예방접종 확인서를 요청할 것입니다. 작성한
통합 보건 증명서(Universal Health Certificate)(권장) 또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공식 직인, 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된
기타 공식 기록과 같은 서면 기록을 통해 예방접종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9 학교에서 해당 확인서를 DOCIIS에
입력하고 자녀의 학교 보건 파일에 추가되도록 할 것입니다.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진료 예약 카드만으로는 예방접종 증명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6.

아이가 일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2.

내 아이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은 무엇인가요?

3.

내 아이가 이미 받은 예방접종 종류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학생들은 예방접종 증명이 없으면 수업일 기준 20일 동안만
학교에 직접 등교할 수 있습니다.10 학교에서 자녀가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 수업일 기준 20
일 이내에 예방접종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녀가 필수
예방접종을 받고 이에 관한 증빙 서류를 학교에 제출할 때까지
등교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를 댁으로 보내 드립니다.

내 아이의 예방접종 여부를 학교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학교에서는 미접종 학생을 파악하고 누락된 예방접종을 확인해
수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필요한 예방접종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서면 통지를 댁으로 보내 드립니다. 서면 통지를 받으신
후 최대한 조속히 자녀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필수 예방접종은 컬럼비아 특별구 보건부(District of Columbia
Department of Health, DC Health)에서 정하며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7 필수 예방접종 목록은 DC 보건부의
예방접종 요건을 참조하십시오.8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담당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 사본을 요청하거나
(202) 576-7130번으로 DC 보건부 예방접종 프로그램(DC
Health Immunization Program)에 전화해 주십시오.
4.

자녀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예방접종을 받으면, 해당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이 사실을 거주민과 DC 방문객의 예방접종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데이터 시스템인 컬럼비아 특별구
예방접종 정보 시스템(District of Columbia Immunization
Information System, DOCIIS)에 추가합니다. 학교는 DOCIIS
에 접속하여 예방접종 요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학교
보건 파일에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을 인쇄본으로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녀가 컬럼비아 특별구 지역 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이 DOCIIS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아이가 일부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학교에 예방접종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녀가 필수 예방접종을 받고 이에 관한 증빙 서류를
학교에 제출할 때까지 등교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원격 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거나 예방접종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때까지 결석한 모든 일수에 대해 ‘무단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학교에서 예방접종 확인서를 받으면 자녀는 대면
수업 및 활동을 위해 학교에 다시 등교할 수 있으며 결석 처리된
모든 일수는 ‘공인 결석’으로 재분류됩니다.

8.

아이가 모든 필수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에서 하나 이상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자녀의 필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려면 담당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담당 제공자가 자녀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 줄 경우, 학교 제출용으로 해당 예방접종에 대한
서면 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면 확인서에는 반드시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공식 직인, 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담당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자녀가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고 알리는 경우, 자녀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속히 예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약하실 때, 담당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통합 건강 증명서(Universal Health Certificate)
(권장) 작성을 요청하거나 담당 제공자의 공식 직인, 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된 다른 형식의 서면 확인서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11 학교 보건 파일에 추가할 수 있게 해당
확인서를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제출합니다.
9.

내 아이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학적으로 예방접종이 바람직하지 않은 아동은 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면제에는 반드시 개인 의사, 그
대리인 또는 공중보건 당국이 서명해야 합니다.
doh.immunization@dc.gov로 이메일 요청을 통해
종교적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DC Health 연례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예방접종 거부 증명서(Vaccination Opt-Out
Certificate)를 학교에 제출하여 자녀의 HPV 예방접종 선택을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12

10. 아이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예약일이 학년도
시작 이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학년이 시작되는 시기에 바쁠 수 있습니다.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자녀가 모든 필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소아 예방접종 장소 목록은 DC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3
11. 1차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없거나 의료 보험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차 의료서비스 제공자나 의사가 없는 경우 보험사에 전화하여
댁에서 가까운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의료 보험이 없는 경우,
DC Health Link에 문의하거나 Citywide Call Center에 3-1-1
로 전화해 주십시오.14
12. 다른 나라에서 받은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가 다른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해당 증명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학교 양호교사 또는 학교의 예방접종
연락 담당자(IPOC)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담당자들이
DC Health와 함께 해당 증명서가 예방접종 준수 입증용으로
인정되는지 결정할 것입니다.

13. 학교 대면 출석 및 활동을 위한 예방접종 또는 예방접종
요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방접종 및 이용 가능한 자원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DC
보건 예방접종 프로그램(DC Health Immunization Program)
(https://dchealth.dc.gov/immunizations)에 문의하거나 (202)
576-713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면 출석을 위한 예방접종
방침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자녀의 학교 또는 지역 교육 기관
(LEA) 중앙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SSE에
OSSE.SchoolHealth@dc.gov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15

이 FAQ 문서는 시간이 지나며 업데이트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날짜: 2021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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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C 공식 법규 § 38–501 이하 참조: code.dccouncil.us/dc/council/code/titles/38/chapters/5/
2 DCMR 5-E § 5300 이하 참조: dcregs.dc.gov/common/dcmr/rulelist.aspx?ChapterNum=5-e53&chapterid=258
3 dchealth.dc.gov/service/school-health-services-program
4 cdc.gov/vaccines/vac-gen/vaxwithme.html
5 cdc.gov/vaccines/parents/why-vaccinate/vaccine-decision.html
6	cdc.gov/vaccines/parents/diseases/hpv.html?CDC_AA_refVal=https%3A%2F%2Fwww.cdc.gov%2Fvaccines%2Fparents%2Fdiseases%2Fteen
%2Fhpv.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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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chealth.dc.gov/node/11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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