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아아아아 대대 대학 건건 서서서(University of Northern Iowa Student Health Service) 직직직직 다다다 같직 다다다 종종종 종의 관관관 제제제제다. 정정 건건 서서서, 예예/알알알알 주주, 작직 외다외 시시 및 질질다 부부종 치의. 

5대학 아부이 등등다 대학직직 수수의수 ‘필수 대학 건건서(Mandatory Student Health Fee)’가 자자자자 부다부제다. 아 건건서관 통통 대학직직 많직 서서서관 무의자 아이이이, 일부 서서서서 최최다종 서이자자, 그관이 알기 서서서서 일일 서이이 지지이이 아이이 수 있있제다. 

 모모모모모모모모 국국국국국국국국 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 건건건건건건건건 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 미미수서 미가 종의 보보 프자그프아 없있제다. 귀이종 건건 보보직 심심다 주이사 질질수 종통 발학이서 높직 종의 서이자자부비 귀이관 보보이이자 이서 것것제다. 북 아아아아 대대대 대학 건건 보보 플플(SHIP)을 제제제제제. 아 보보대 모모 대학아 아이이 수 있있제제. 제이공 마마일자마지 대대종 대학 건건 보보수 가것이가사, 알기 보보수 가것통서 대학 건건 보보수 필외이서 보보아 있다서 주사이 대학 건건 클관클수 증증통증 제제다. 아 보보직 또 본미 송송 및 종의 아송(Repatriation and Medical Evacuation) 경서도 포포이서 것아것증 제제다. (대대 요요주요직 아아수 알기기것 있있제다.)  미미 내 우우주최가 없가사 진진 테서테관 배부이지서 않서 보보수서 가것이지 마마시아.  

 

• 보보직 영영영영영영영영자 작작기것 있이 배부 금금직 미미미미국국국국미미미미미미미미일 것 

• 최최최최최최최최 1대알 자동 보보의 지지아 완완기이 가것 취최가 불가불다 보보자자, 유유 날날아 마마 날날관 포포이 것 

• 의의의의의의의의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자 10, 000 달달 조요다 

• 본본본본국국국국 이이이이송송송송 이이이이비비비비 최최 7,500 달달, 

• 질질 또서 부부자자 인다 보보의 최최최최최최최최 50,000 미미미미미미미미관 배부이 것 

 필필필필필필필필 건건건건건건건건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Mandatory Health Requirements) 

 
 접접접접접접접접 받받받받받받받받받받받받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요요요요 및및및및 접접접접접접접접접접접접접접접접 요요요요본본본본(영영영영영영영영)을을을을 국국국국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  아 서정다 자동공 국제 대학이 예예예예 기기(Immunization Record for International Students )이 작작이작서 아관오테아오 주수 열관서 필수 건건 요요주요 선선선주 클관클(Mandatory Health Requirement Screening Clinic)수 제제이마시아. 

 

• 모모모모모모모모 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 반반반반반반반반제제제제 두 번종 홍홍/볼가관/풍진(MMR) 예예예종 주사이 문서자 제제통증 제제다. 

      또또또또또또또또  

• 아 질질직수 대다 면홍작이 증증이서 MMR 외정적 사보사 보이서 직본종 복주본이 대학 건건 클관클수 제제이마시아.  

 이이이이 서서서서서서서서또또또또 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 작작작작작작작작작작작작 것것것것이이이이영영영영가가가가 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 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 작작작작작작작작작작작작작작작작 않않않않학학학학 서서서서서서서서또또또또 접접접접필필필필제제제제작작작작 않않않않않않않않합합합합합합합합. 요요공 서종관 제제이지 않직 대학직직 아이 대알 등등아 허허기지 않있제다. 아 예예예종직수 대다 서종 제제이 이 수 없서 경우서, 대학 건건 클관클수서 예예예종이 받아증 이하 아 서서서수서 서이아 발학제제다. 북 아아아아 대대종 모모모모모모모모 정것 미제 대학직직 결결 선선선주관 받아증 제제다. 아 필수 선선선주서 아관오테아오 알기수 캠캠서수서 사시실 것것제다. 

• 아아아아이이이이제제제제아아아아보보보보 제제제제오오오오 전전전전보보보보 결결결결결결결결 피피피피피피피피반반반반반반반반 검검검검요요요요검검검검 결결결결결결결결 혈혈혈혈혈혈혈혈 검검검검요요요요검검검검 받받받받작작작작 마마마마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 결결결결결결결결 선선선선선선선선검검검검요요요요또또또또 반반반반반반반반제제제제 북북북북 아아아아이이이이제제제제아아아아 대대대대학학학학 캠캠캠캠캠캠캠캠캠캠캠캠보보보보서서서서 실실실실제제제제작작작작가가가가 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 

• 예예수 결결 선주수서 다작 일반이 보보다면, 아수 관다 외적다 종의 문서관 가가 아마시아. 

• 결결 마감 혹직 결결 질질자자 치의관 받직 외아 있다면, 영것자 작작공 치의 알등서종 주본이 가가 아마시아. 

 

모모모모모모모모 받받받받가가가가 국국국국국국국국 학학학학학학학학을을을을 위위위위위위위위 

 중중중중요요요요위위위위 건건건건건건건건 정정정정보보보보 



이 서서서 동동동 국국 학학학 예예예예 기기(Immunization Record for International Students )을 작작작작서 귀작귀 건건 요요요요 선선선요선선 학학 건건 클클클 방방 시 제제제 주주시주. 

 

  



외외외외외외외외 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 면면면면면면면면 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노노 아아아아 대대대 대학 보보 진진진 

 
 

 양양양 반반반:  노노 아아아아 대대대 대학 보보 진진진 

(University of Northern Iowa  

Student Health Clinic)  

Cedar Falls, Iowa  50613  또또또또또또또또  팩팩팩팩팩팩팩팩 # 319-273-7030  
 
 

 

  

 

 

Meningitis Vaccine Information  
Meningitis is an infection of the fluid surrounding the brain and spinal cord that is caused by a virus or bacteria. Bacterial meningitis 

can be sever and cause organ damage and death. There are vaccines available that can prevent 4 types of bacterial meningitis, 

including 2 of the 3 most common in the U.S. Meningitis vaccines cannot prevent all types of the disease. Meningitis vaccine is 

recommended for college freshmen living in residence halls, and for other adolescents who want to decrease their risk of contracting 

bacterial meningitis. IOWA LAW requires us to provide this information on meningitis and meningitis vaccine. We are also 

required to collect data on meningitis immunization on our campus.  
Please indicate if you have received the meningitis vaccine: � yes � no  

If yes indicate date given (month, day, year): _____/_____/_____  
Your signature verifies that you have read this information. (Signatur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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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ID#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지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이름과 다른 원하는 이름이 있을 경우 기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홍역홍역홍역홍역, , , , 풍진풍진풍진풍진, , , , 볼거리볼거리볼거리볼거리(MMR) (MMR) (MMR) (MMR) 필수필수필수필수    면역면역면역면역     MMR: MMR 면역 증명서는 입학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임신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거나 이를 의심하고 있는 여성만이 예외입니다. . . . 이러한이러한이러한이러한    사람들은사람들은사람들은사람들은    출산출산출산출산    이후까지이후까지이후까지이후까지    이이이이    요건의요건의요건의요건의    적용을적용을적용을적용을    받지받지받지받지    않습니다않습니다않습니다않습니다. . . .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요건이 충족됩니다:   1957년 이전에 출생한 경우, 또는   MMR 백신을 2차례 접종한 경우(접종 일자 기재):  #1_____/_____/_____; (첫 번째 생일 이후여야 하며 1969년 이후이후이후이후여야 합니다);  월 일 년  #2_____/_____/_____(#1 이후 적어도 28일 후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4-6세 이후에 접종)  월 일 년    이러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증명하기 위해 학생 보건 서비스 부서에 MMR 적정 농도 실험실 보고서 원본을 제출하십시오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백백백백백백백백 정정정정정정정정  

 수수수수 뇌뇌 척수척 둘둘둘 액액액 바바둘바 또또 박박박박박 의의 감수감또 질질질질질. 박박박박박 수수수수 심심심 수 있있있 장장 손손손 죽죽죽 초초심 수 있있질질. 미미박미 액장 흔흔 3개 유유 중 2개척 포포흔 4개 유유의 박박박박박 수수수죽 예예심 수 있또 백백바 있있질질. 수수수 백백수 박박박박박 수수수박 걸걸 위위죽 감감감감감감 하또 25세 미미의 대대대박대 권장권질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및및및및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 대대대대대대대대 아아아아이이이이대대대대 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 규규규규정정정정제제제제규규규규 있있있있있있있있있있있있있있있있. 또또또또대대대대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캠캠캠캠캠캠캠캠캠캠캠캠백백백백캠캠캠캠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면면면면면면면면백백백백 대대대대대대대대 데데데데아아아아데데데데정정정정 수수수수수수수수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 요요요요요요요요정정정정 받받받받있있있있있있있있있있있있.  수수수 백백죽 접접흔 적바 있또있 표감하표감표:  예     박질표  예예 응응흔 경경 날날척 유형(월, 일, 년)박 맞대 표감하표감표: _____/_____/_____  귀하의 미서수 귀하액 바 정정척 읽읽질또 것죽 확확확질질. (미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날)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