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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9 월 

제목: 프레이저 헬스의 건강한 신학기 안내 Re: Fraser Health’s Healthy Back to School Guide 

프레이저 헬스 지역의 부모, 보호자, 학생께 

2022/2023 학년도를 맞이하여 저희는 역내 학교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웹 자원과 공중 보건 서비스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려 모든 학생과 가족/보호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자녀가 학교 복귀에 대한 불안을 덜고, 건강하게 먹으며, 안전하게 등하교하고, 잘 자도록 돕는 방법에 관한 

내용은 건강한 신학기 안내(fraserhealth.ca/schools)를 보십시오. 또한, 약물 과량 투여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약물 오남용, 성별 및 성 정체성, 건강한 관계 등에 관한 부모/보호자와 자녀를 위한 자료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COVID-19 지침 

학교와 COVID-19 에 관하여 업데이트된 BC 주 지침과 정보는 BC 질병 통제 센터(BCCDC)의 학교용 웹 

정보를 보십시오. 

예방 접종 

예방 접종 – 유치원 입학 전, 6 학년 및 9 학년 

• 어린이는 만 4 세부터 유치원 입학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입학 전에 권장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유치원 예방 접종 예약 방법은 어린이와 청소년 예방 접종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BC 주에서는 학령기 어린이와 10 대용 백신이 6 학년과 9 학년 때 제공됩니다. 6 학년과 9 학년 학생은

이 예방 접종을 학교 보건실에서 보건소 간호사에게 맞을 수 있습니다. 6 학년과 9 학년 학생을 위한
안내지와 동의서는 신학년도 초에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부모님/보호자는 예방 접종 동의를 자녀와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COVID-19 예방 접종 

• 위 예방 접종 외에도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COVID-19 예방 접종을 정해진 대로 다 맞을 것을
권합니다. 현재 만 6 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COVID-19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스터 접종은 올가을에 만 5 세 이상이면 누구나 맞을 수 있습니다.

• COVID-19 백신은 학교 보건실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gov.bc.ca/GetVaccinated 에서 등록하여 예약 시점에 통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fraserhealth.ca/health-topics-a-to-z/school-health/your-healthy-back-to-school-guide%23.Yv0bi7ZlCUk
http://www.bccdc.ca/schools/
https://www.fraserhealth.ca/health-topics-a-to-z/immunizations/children-and-youth-immunization%23.Yw-wO0fMKUk
https://immunizebc.ca/school-age-children-teens
https://www.fraserhealth.ca/health-topics-a-to-z/immunizations/children-and-youth-immunization%23.YwjvCvhlA2w
https://immunizebc.ca/consent-vaccines
https://www2.gov.bc.ca/gov/content/covid-19/vaccine/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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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 접종 

• 독감 백신은 만 6 개월 이상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해마다 권장됩니다.

• 독감 백신은 대개 10 월에 나옵니다.

• 독감 백신은 학교 보건실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독감 클리닉을 찾으려면 immunizebc.ca/clinics/flu 를 보십시오.

어린이 건강 상태 선별 검사 

치과 

유치원 치과 선별 검사는 프레이저 헬스의 공중 보건 치과팀이 계속 제공합니다. 2022/2023 학년도에 모든 

유치원생이 선별 검사를 받을 것입니다. 치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학생이 있으면 치과 진료를 

의뢰하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각 

어린이는 학교에 입학하면 해마다 검안사에게 시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BC 주에서 만 18 세 이하 어린이는 

눈 검사를 1 년에 1 회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보호자는 검안사 찾기 데이터베이스로 또는 BC 검안사 

협회에 604-737-9907 로 전화하여 거주지 검안사에게 자녀의 시력 검사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청각 

좋은 청력은 언어 발달에 필수적이며, 청력 상실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력 상실의 징후 및 

학생을 지역 공중 보건 청각 클리닉에 의뢰하는 방법은 프레이저 헬스 청각 서비스 페이지에서 

알아보십시오. 

치과 진료나 시력 검사, 어린이 청력 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 건강 상태 선별 검사 페이지 

(fraserhealth.ca/childhealthscreenings)를 보십시오. 

BC 주 헬시 키즈 프로그램 

헬시 키즈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 어린이에게 기본적인 치과 치료, 시력 관리, 청력 지원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에 기재된 거주지 보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ublic Health Units: 
Abbotsford 
Tel: 604-864-3400 
Fax: 604-864-3410 

Agassiz 
Tel: 604-793-7160 
Fax: 604-796-8587 

Burnaby 
Tel: 604-918-7605 
Fax: 604-918-7630 

Chilliwack 
Tel: 604-702-4900 
Fax: 604-702-4901 

Cloverdale, Surrey 
Tel: 604-575-5100 
Fax: 604-574-3738 

Guildford, Surrey 
Tel: 604-587-4750 
Fax: 604-587-4777 

Hope 
Tel: 604-860-7630 
Fax: 604-869-2332 

Langley 
Tel: 604-539-2900 
Fax: 604-514-8036 

Maple Ridge 
Tel: 604-476-7000 
Fax: 604-476-7077 

Mission 
Tel: 604-814-5500 
Fax: 604-814-5517 

New Westminster 
Tel: 604-777-6740 
Fax: 604-525-0878 

Tri-Cities 
Tel: 604-949-7200 
Fax: 604-949-7211 

Newton, Surrey 
Tel: 604-592-2000 
Fax: 604-501-4814 

North Delta 
Tel: 604-507-5400 
Fax: 604-507-4617 

North Surrey 
Tel: 604-587-7900 
Fax: 604-582-4811 

South Delta 
Tel: 604-952-3550
Fax: 604-946-6953

White Rock 
Tel: 604-542-4000 
Fax: 604-542-4009 

https://immunizebc.ca/clinics/flu%238/49.246/-123.116
https://bc.doctorsofoptometry.ca/find-a-doctor/
https://www.fraserhealth.ca/health-topics-a-to-z/children-and-youth/hearing-services-for-children%23.Yw-tavhlCUl
https://www.fraserhealth.ca/health-topics-a-to-z/school-health/kindergarten-readiness/child-health-screenings%23.Yw-qpPhlCUl
https://www2.gov.bc.ca/gov/content/health/managing-your-health/family/child-teen-health/dental-eyeglasses
https://www2.gov.bc.ca/gov/content/health/managing-your-health/family/child-teen-health/dental-eyeglas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