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입학 환영!
자녀에게 유치원 입학 준비를 시키세요. 예방
접종이 빠지지 않고 된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건강
관련 권고 선별 검사를 모두 받게 하세요.

예방 접종
만 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권고 무료
백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백일기침),
폴리오를 예방하는 Tdap-IPV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물마마)를 예방하는
MMRV

자녀의 예방 접종은 가정의나 약사, 보건소에
전화하여 예약하세요.
거주지 보건소에 예방 접종 내용을 보고하세요.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세요.
이 QR 코드를 스캔하여
양식 작성 또는
fraserhealth.ca/immunizationform을
보세요.

공중 보건 서비스
거주지 보건소에서 공중 보건 간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예방 접종


어린이 건강 관련 선별 검사



건강 및 안전 관련 교육 자원

중증 의료 증세와 학교
자녀가 학교에서 응급 의료나 약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 학교에 알리고 매년 교장 및 담임 선생님과
건강 계획을 마련하세요. 필요 시 공중 보건
간호사와 상담하셔도 좋습니다.

학교 보건 자원
만 5세~18세 학생을 위한 정보 및 부모와 교직원용
유용한 정보는 학교 보건 웹 자원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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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fraserhealth.ca/schoolhealth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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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와 시력, 청력

프레이저 헬스 가상 진료팀

 치과 선별 검사
유치원생은 학교에서 무료로 치과 검진을
받습니다. 이 검진으로 치과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가려내 도와줍니다. 이 선별 검사는
치과 의사의 검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건강 관련 우려가 있으세요? 프레이저 헬스 가상
진료팀에 1-800-314-0999로 연락하여 공인
간호사와 상담하세요(매일 오전 10시~오후 10시).

 시력
모든 부모/보호자는 지역 검안사 방문을 예약하여
자녀가 연례 시력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검사는 무료입니다.

업무 시간 외에는 HealthLinkBC에 8-1-1로
연락하시거나 healthlinkbc.ca에서 간호사나 영양사,
약사, 운동 전문가의 일반 건강 정보와 조언을
보세요.
이 HealthLinkBC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BC주에서 기본 시력 검사는 만 18세까지
무료이나 일부 검안사는 매 방문 시 소액의 고객
부담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력
좋은 청력은 말과 언어 발달에 필수적이며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건소

거주지 청능사는 출생부터 만 19세까지의
자녀에게 청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애보츠포드
604-864-3400

애거시
604-793-7160

부모/보호자나 보건 또는 교육 전문가가 청각
문제가 있는 아이를 지역 공중 보건 청력
클리닉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버나비
604-918-7605

칠리왁
604-702-4900

써리 클로버데일
604-575-5100

써리 길포드
604-587-4750

일부 자녀는 BC 헬시 키즈 프로그램에서 무료 기본
치과 진료, 안경, 청각 보조 수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프
604-860-7630

랭리
604-539-2900

메이플리지
604-476-7000

미션
604-814-5500

뉴웨스트민스터
604-777-6740

트라이시티(포트무디)
604-949-7200

써리 뉴턴
604-592-2000

노스 델타
604-507-5400

노스 써리
604-587-7900

사우스 델타
604-952-3550

자세한 정보는
전화 1-866-866-0800,
이 QR 코드 스캔 또는
gov.bc.ca에서
“Basic dental, eyeglasses, and
hearing care”를 검색하세요.

화이트록
604-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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