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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일리노이주 법률에서는 글렌뷰 34학군이 아래 사항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렌뷰 학군에 첫 입학 시, 그리고 6 학년 진학 전:  신체검사(1년 이내 실시) 및 백신 접종 기록 
 
유치원생 또는 유치원 이후 학군 내 1 학년생: 현재 학년도의 10월 15일 이전에 받은 시력검사 
(현재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은 검사여야 함) 
 
유치원생, 2 학년, 6 학년생: 현재 학년도의 5월 15일 이전에 받은 구강검사 (현재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받은 검사여야 함) 
 
자녀가 상기 제시된 기간까지 시력/구강검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한 개의(또는 
가능한 경우 2개 이상)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학교가 자녀의 통지표 제공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검사를 완료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자녀가 10월 15일 이후 60일 이내에 시력검사를 하겠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자녀가 5월 15일 이후 60일 이내에 구강검사를 하겠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자녀가 구강/시력검사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 자녀가 종교적 사유로 면제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 
 
의사가 작성할 신체검사 양식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양식 안의 필요한 부분을 작성하고 모든 날짜를  
제대로 기입한 후 개학 당일 이전에 교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양식 제출 전까지는 자녀가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시력 및 구강검사 양식 또한 이 우편물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34학군은 재정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Ronald McDonald House와 협력하여 신체검사와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학교의 보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34학군은 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Smile Illinois와 공조하여 구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교내 사회 복지사나 보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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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습 준비를 마치고 입학하려면 건강이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글렌뷰 학군에서는 자녀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모든 정보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교무실에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신인: 
 
 
Dr. Dane Delli 교육감 
참고: 무료 백신 접종을 제공하는 쿡 카운티 백신 접종 클리닉 목록을 보시려면 학교 보건실에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