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d Vaccinations for 2021-2022 School Year

In accordance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recommendations, International Schools Consortium (iSC)
vaccination requirements in the 2021-2022 school year will remain the same as last year. We recommend
parents begin to obtain any missing vaccinations for their children now, to avoid inconvenience later.
根据世界卫⽣组织（WHO）的推荐，在 2021-2022 学年度 iSC 的疫苗接种要求与去年相同如下表所⽰。我们建议家⻓
为⼦⼥开始补打任何缺少的疫苗，以免⽇后带来不便。
세계 보건기구의 권장 사항에 따라, 2021-2022 학사년도 iSC 에서 요구하는 예방 접종은 작년과 같이 아래와 같습니다. 나중의
불편 함을 피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누락된 백신을 지금부터 접종하도록 해주시길 권장합니다.
TIS use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FC & JK
recommendations for immunizations
⼩ & 中班
TIS 采纳 WHO 的免疫接种推荐
TIS 접종 목록은 세계 보건기구의 권장 내용을 사용 FC & JK 반
Required vaccines: 需接种的疫苗 요구되는 백신
Polio* (See note below)
脊髓灰质炎*（⻅注释）폴리오*(아래 참조)
Diphtheria, tetanus, pertussis (DTP/Tdap)
Diphtheria, tetanus (DT/Td) **
抗⽩喉、破伤⻛及百⽇咳疫苗(DTP/Tdap)或抗⽩喉、
破伤⻛(DT/Td)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P/Tdap) 또는 디프테리아,
파상풍(DT/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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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mophilus Influenza type b (Hib) *** B 型流感嗜⾎杆
菌结合疫苗(Hib) ***

K

B 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

Pneumococcal (PCV)*** 肺炎疫苗(PCV)*** 폐렴
구균(PCV)***

Varicella (chicken pox) ⽔痘 수두

* Polio: 3 doses for injected vaccines (IPV), 4 doses for oral (OPV) or mixed vaccines.
脊髓灰质炎：如注射灭活脊灰疫苗（IPV）则需 3 针，如采⽤⼝服脊灰减毒活疫苗（OPV）或混合疫苗则需 4 剂。
폴리오 : 주사용 백신(IPV)은 3 회, 경구용백신(OPV) 또는 혼합 백신은 4 회.
** DTP/DT: 5 doses for grades 1-8. If 4th dose of DTP was at age 4 or older, then 5th dose is not needed for
grades 1-8. Students must have a booster dose of Td/Tdap after the age of 10 and before Grade 9.
抗⽩喉,破伤⻛及百⽇咳疫苗: 1-8 年级学⽣需注射 5 针, 如果第四针的注射在 4 岁及以后,则学⽣不⽤再注射第五针。
1-8 학년은 5 회. 4 세 이후에 네번째 DTP 접종을 했다면, 1-8 학년에 다섯번째 접종은 필요 없음. 10 세 이상, 9 학년 이전에
Td/Tdap 추가 접종 실시.
*** Hib and PCV: If child is age 6 without any Hib/PCV doses, no catch-up doses are required.
如果孩⼦满 6 岁还未注射过任何 Hib/PCV 疫苗，则不⽤再补打疫苗。
6 살 이내에 Hib/PCV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추가접종을 할 필요는 없음.

** The tetanus booster (Tdap or Td) is not available in mainland China for children older than 11
years. Please make plans to obtain this vaccine while traveling outside China
**请注意, 加强的破伤⻛疫苗 (Tdap 或 Td) 在中国⼤陆不给予 11 岁以上的孩⼦进⾏注射。请计划带孩⼦出国时接种这

种疫苗。
**중국내에서는 11 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파상풍 추가 접종(Tdap 또는 Td)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접종이 필요한 학생은 중국

이외 지역 방문 시에 접종을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Recently, an adult vaccination clinic was opened in a local hospital in Tianjin. A Tetanus booster shot is
provided for children 7 years old and above. A reservation needs to be made for your children’s
immunization, if needed. The relevant information is as follows:
近期在天津⼀家医院开设了成⼈接种⻔诊，提供给 7 岁以上的⼉童及⻘少年破伤⻛加强针。如果您的⼦⼥需要补打疫
苗，您必需打电话预约，有关信息如下。
최근 천진의 한 지역병원에서 성인예방접종클리닉을 오픈하여, 7 세 이상의 어린이청소년에게 파상풍 추가접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약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Santan hospital adult immunization clinic
三潭医院成⼈接种⻔诊 삼담병원성인예방접종클리닉
Address: 地址: 주소： 天津市南开区三潭路 50 号
Reservation call 预约电话 예약전화：022-87388216
Highly recommended (but not required) vaccinations: Hepatitis A, Japanese encephalitis, rabies
强烈推荐（但不做硬性规定）接种的疫苗：甲肝疫苗, ⼄型脑炎疫苗，狂⽝疫苗
그 외 적극 권장하는 예방 접종(필수 사항은 아님 ) : A 형 간염, 일본 뇌염, 광견병
As we prepare for next year, we are reviewing your child’s records. If we find he/she requires additional
immunizations, you will be contacted by the health office. Students without the required vaccinations may not
be allowed to attend classes in August unless special permission is given by the school nurse. If your children
have received immunizations recently, please submit a copy of the new vaccination certificate to school.
我们为下学年做准备的同时，也在查看所有学⽣的免疫记录。如果发现孩⼦需要额外接种疫苗，校医室会通知您。8 ⽉
开学时，若⽆校医特别批准，没有按要求接种疫苗的学⽣可能会不准上课。如果您的⼦⼥最近接种过疫苗，请将新的疫
苗接种记录复印件交给学校。
다음 학년을 준비하면서, 현재 모든 학생들의 예방 접종 기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가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면 학교 보건실에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은 8 월 학기 시작 시 보건 교사의 특별한 허가 없이는 수업 참여가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귀댁의 자녀가 최근에 예방접종을 하였다면, 예방 접종 기록 사본을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have questions, please contact the Health Office at nurse@tiseagles.com. Thank you for your help in
making TIS a healthy learning environment!
如您有任何疑问，请联系校医办公室 nurse@tiseagles.com。感谢您协助我们将 TIS 建设成为更加健康的学习环境！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실(nurse@tischina.com)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IS 를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로 만드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IS Health Office nurse@tiseagl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