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후견인께,
자녀에게 최상의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교사는 학생의 특별한 건강상태나 발달상의 문제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구되는 학생의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 검사

• 다음을 포함한 모든 시스템의 검토를 포함합니다:

• 납 피검사
• 빈혈 혈액 검사(적혈구 용적률Hemoglobin/혈색소Hema-

tocrit) 검사)
• 청각과 시각 검사(Hearing and Vision Screening)
• 키와 체충 측정

• 혈압 측정
• 발달 검사
• 겸상혈구를 위한 혈액검사(나타날 경우)

• 건강보험이 없는 학생은 Maryland Children’s Health Program(MCHP)이나Montgomery County Care for Kids(CFK)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은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질병관리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CHP 또는 CFK 지원을 위한 도움은 Head Start 
Income Assistant Program Specialist 또는 zip code에 따른 Office of Eligibility and Support Services(OESS)에게 연락합시다.

치아 검사

• 치아 검사를 Pre-K/Head Start 프로그램은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치아 건강 양식은 치과의사/치과 위생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결핵

미국 외의 나라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학생을 포함한 미국 외의 나라에서 MCPS에 등록하는 학생은 트베루클린 피부 음성검사 또는 
흉부엑스레이 기록을 통해 트베루클린(Tuberculosis-TB)이 없어야 합니다.
피부 검사는 개인 병원이나 Montgomery County DHHS, School Health Services(SHS) 주소: Immunization Center, 4910 Macon 
Road, Rockville, Maryland, 전화번호 240-740-443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 학교에 등록하기 전,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결핵이 없음을 명확하게 해야만 합니다.  흉부 엑스레이는 
개인 병원이나 Montgomery County DHHS, TB Control Program, 주소: 2000 Dennis Avenue, Silver Spring, 전화번호 240-777-1800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 다음 예방접종 증명은 의사 등 자격증이 있는 의료담당자가 Maryland Immunization Certificate Form 896(MDH Form 896) 양식에 기
재해야 합니다:
• DPT/DTAP(핵일해/Diphtheria, 디프테리아/Pertussis, 파상풍/Tetanus) 4회
• 폴리오(Polio) 3회
• 12개월 또는 12개월이 지난 후 MMR(홍역/ 볼거리/풍진) (5세 생일까지 2차 MMR를 받아야 합니다)
• 12개월 또는 12개월이 지난 후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1회
• B형 간염 3회
• 12개월 또는 12개월이 지난 후 수두 1회(치킨팍스) 
• 폐렴구균 백신(Prevnar) 1회

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분은 Head Start Health Coordinator(240-777-1645)로 문의전화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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