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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일리노이 주법에 따라 글렌뷰 학군 34는 아래 사항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과 6학년이 되기 전에 처음으로 우리 학군에 입학할 때, 그리고 다시 입학할 때:  
 신체검사(1세 이하) 기록과 예방접종 기록  
 
유치원 또는 1학년 유치원을 지나 학군에 처음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해당년도  10월 15일 이전 시력검사( 12개월 이내에 실시된 )  
 
유치원생 2학년 과 6학년 학생:  
현 학년도 5월 15일 이전의 치과 검사(이전 18개월 이내에 시행 되었어야 함)  
 
학생이 상기 날짜까지 시력검사 또는 치과진료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학교는 다음 중  하나 이상(해당되는 
경우)이 발생할 때까지 학생 성적표를 보류할 수 있다.  

● 학생이 시험 완료를 증거로 보임. 
● 학생이 시력검사가 10월 15일 이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제시.  
● 학생이5월 15일 이후 60일 이내에 치과 검사가 실시된다는 증거를  제시.  
● 학생이 치과나 시력 검진 면제를 제시.  
● 학생이 종교적 근거에 의한 면제 제시.  

 
귀하의 주치의가 작성해야 할 신체검사 양식 입니다. 적절한 자료가 작성되고 모든 날짜가 제대로 기입된 상태로 
개학 첫날 또는 그 전에 학교 사무실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신체검사 양식을 제출해야만 자녀가 학교에 등교 할 수 
있습니다. 안과 및 치과 검진을 위한 양식도 이 메일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학군은 로널드 맥도널드 하우스와  재정 지원이 필요한분들께  신체검사와 예방접종을 제공하기 위해 협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보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34학군은 또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치과 검진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일 일리노이주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원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학교 사회 복지사 또는 보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귀하의 자녀의 건강은 저희에게 중요하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에 
언급된 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언제든 학교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Dane Delli, Ph.D.  
교육감  
 
 
 
NOTE:  
For a listing of Cook County Immunization Clinics that will provide immunizations free of charge, contact your school health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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