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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예방 접종 요건 
 

증빙 서류는 공립 또는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아동 보호 센터, 영아원, 가족 아동 돌봄 

가정이나 발달 센터에 출석하기 위해 아래에 설명된 정해진 접종 횟수로 적합한 예방 접종을 적절한 

나이에 제공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방 접종은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 미국 소아과 아카데미 및 미국 

가정의 아카데미의 짜여진 일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간격 및 연령 요건 내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http://www.vdh.virginia.gov/Epidemiology/Immunization/acip.htm 참조). 현재 짜여진 일정 또는 접종을 

위해 짜여진 일정 (모든 최소 연령 및 간격 요건 충족 포함)에 따라 예방 접종된 아동들은 학교 출석을 

위해 적합한 예방 접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추가 정보는 “학교 필수 예방 접종을 위한 보충 

안내”를 참조합니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및 백일해 (DTaP, DTP, or Tdap). 최소 4회 접종. 아동은 4세 생일 또는 그 이후에 

DTaP 또는 DTP 접종을 최소 1회 투여해야 합니다.  백일해가 포함된 예방 접종 (DTaP 또는 DTP)이 

의학적으로 면제된 아동들은 DT (디프테리아, 파상풍) 예방 접종이 필요합니다. 성인 Td는 파상풍 및 

디프테리아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7세 또는 그 이상 아동들에게 필요합니다. 2014년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6학년이 되는 모든 아동들은 Tdap 추가 예방 접종이 필요합니다.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 (Hib) 예방 접종. 이 예방 접종은 60개월까지의 아동들에게만 필요합니다. 1 

차 시리즈는 2 회 또는 3 회 접종으로 (제조업체에 따라 다름)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접종한 

횟수가 아닌 현재 나이에 따라 필요한 접종 수를 결정합니다.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15개월부터 60개월 

사이의 아동들은 1회 예방 접종만 필요합니다. 

B형 간염 예방 접종. 모든 아동들은 총 3회 B형 간염 예방 접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FDA는 11-15세 

청소년들에 한하여 2회 접종 일정을 승인하였으며 Merck 브랜드 (RECOMBIVAX HB) 성인용 제제 

B형 간염 예방 접종만이 사용됩니다. 2 회 접종 일정이 11-15세 청소년들에게 사용된 경우 학교 양식에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접종 (HPV). 2008년 10월1일자를 기준으로 총 3회 HPV 예방 접종이 

여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접종은 아동이 6학년이 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보건위원회가 

승인한 교육 자료를 검토한 후 부모 또는 보호자의 단독 재량에 따라 HPV 예방 접종을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및 풍진 (MMR) 예방 접종. 최소 홍역 2회, 유행성 이하선염 2회 및 풍진 1회 접종. 

(일반적으로 투여되는 예방 접종은 MMR 혼합 접종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동들은 각각 2회 접종을 

받습니다). 첫 번째 접종은 12개월 또는 그 이상 나이에서 시행됩니다. 두 번째 접종은 유치원 입학 전에 

시행되지만 첫 번째 접종과 두 번째 접종 간의 최소 간격 이후 언제든지 접종할 수 있습니다. 

폐구균 (PCV) 예방 접종. 이 접종은 60개월까지의 아동들에 한하여 요구됩니다. 폐구균 예방 접종은 첫 

번째 접종 연령에 따라 1-4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소아마비 예방 접종. 최소 4회 소아마비 예방 접종. 첫 번째 접종은 4살 생일 또는 그 이후에 

투여되어야 합니다. 추가 정보는 보충 안내 자료를 참조합니다. 

수두 예방 접종. 199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출생한 모든 아동들은 12개월 또는 그 이후에 첫 번째 

수두 예방 접종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2010넌 3월 3일자를 기준으로 두 번째 접종은 유치원 입학 전에 

시행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간의 최소 간격 후 언제든지 접종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1.800.568.1929 (주만 해당) 또는 804.864.8055, 예방 접종 기관에 전화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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