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 검사가 보육시설 또는 학교 입학 전 일년 
이내에 수행되었고 모든 면역관련 요건을 
충족하였음이 작성된 건강기록서 

또는 

귀하의 자녀가 추후 신체 검사 또는 면역 검사를 
완료할 것임을 확인한 담당의사의 예약 확인서 및 

과
TB 진단서. 

첫 출석일까지 위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학생은 서류가 준비될 때까지 학교 
출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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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주 법에는 보육시설과 학교 출석에 관해 어떤 규정이 있을까요? 
하와이주는 모든 학생이 신체 검사, 면역검사 그리고 결핵 진단서 요건을 충족한 후에 보육시설, 유치원 또는 
하와이주의 국공립 학교에 취학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면제가 허용되나요? 
면제와 관련한 해당 서류를 보육시설 또는 학교에 제출한 아동은 면역 요건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소속된 보육시설 또는 학교에서 종교적 면제 양식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 면제를 허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와이주는 이 두 가지 면제 사유 이외의 면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보건 요건이 있나요? 
 신체검사: 
• 반드시 아래 일자 이전 일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하와이주 소재의 보육시설, 

유치원 또는 학교에 첫 출석일; 
및 

- 7학년 첫 출석일. 
• 반드시 미국의 의사면허증을 

획득한 의사, 고급 연수 등록 

간호사(APRN) 또는 

의사보조원(PA)이 수행해야 

합니다. 

면역 검사: 
보육시설과 학교에 다니려면 
면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필수 면역검사는 아동의 
연령(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또는 학생의 학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면역 검사는 
최소 연령과 백신 접종 사이의 
간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핵(TB) 진단: 
학교 취학에 대한 TB 진단 요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자녀의 담당의사에게 
문의하거나 또는 하와이 보건부 
결핵관리 본부에 연락하십시오: 

 

   전화번호:  (808) 832-5731 

홈페이지: health.hawaii.gov/tb 

 

첫 출석일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와이 소재의 보육시설, 유치원 또는 학교에 처음으로 입학하는 모든 학생은 첫 출석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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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건강기록”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귀하의 자녀가 입학할 보육 시설 또는 학교로부터, 또는 자녀의 담당의사로부터 “학생 건강기록”(양식 14)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국의 다른 주 또는 령으로 전학을 갈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보육 시설 또는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해당 보건 요건에 부합했음을 입증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전학 
간 보육 시설 또는 학교는 다른 주에서 발급했다 해도 하와이주의 요건을 충족한 신체 검사, 면역 검사 및 결핵 
진단서에 대한 건강 기록서를 인정할 것입니다. 

 

어떤 면역 검사가 필요한가요? 
보육 시설 또는 유아원, 유치원에 입학 그리고 7학년이 되는 모든 학생과 하와이 학교에 처음 입학한 학생은 연령과 
관계없이 면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육 시설 또는 유아원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 B형 인플루엔자균 (Hib) 
• A형 간염(Hep A) 
• B형 간염(Hep B) 
• 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MMR) 
• 폐렴연쇄상구균 백신(PCV) 
• 소아마비(IPV) 
• 수두(Varicella 또는 chickenpox) 

유치원 – 12학년 
• DTaP 
• Hep A 
• Hep B 
•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 뇌척수막염균(MCV)* 
• MMR 
• IPV 
•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 수두 

7학년 
• HPV 
• MCV 
• Tdap 

 

 

*하와이 소재 학교에 7학년 이상으로 처음 입학한 모든 학생은 반드시 학교 출석 이전에 이러한 면역 
검사를 받았음을 입증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하와이 보건부 면역 본부 

홈페이지:  health.hawaii.gov/docd/vaccines-immunizations/school-health-requirements/ 
이메일:  immunization@doh.hawaii.gov 
전화번호: (808) 586-8332 또는 1 (800) 933-4832 

 
하와이 보건부 결핵 관리 본부 

홈페이지:  health.hawaii.gov/tb 
전화번호: (808) 832-5731 

 
 

 

 

서비스 제공 시 차별 금지. 하와이 보건부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언어 포함), 연령, 성별, 종교 또는 
장애와 관계 없이 보건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별을 경험하신 경우 180일 
이내에 사서함 3378, 하와이 호놀룰루 96801-3378 또는 (808) 586-4616(음성/tty)으로 우편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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