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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예방접종 일정

NSW Health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현행 NSW 예방접종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www.health.nsw.gov.au/schedule

예방접종일 저장하기 
(Save the Date to Vaccinate) 

예방접종을 제 때 실시하는 것이 아기를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Save the Date to Vaccinate’ 
전화 앱이 자녀의 예방접종 일정을 제대로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Save the Date to Vaccinate’ 웹사이트,  
www.immunisation.health.nsw.gov.au 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고 가족을 위한 예방접종 일정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인 예방접종 기록 양식 

성인 예방접종 기록 양식을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아 활용하시면 
본인의 예방접종 기록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www.health.nsw.gov.au/recordvaccines.  

상세 정보  

뉴 사우스 웨일즈 주 보건성 (NSW Health)   
www.health.nsw.gov.au/immunisation

호주 예방접종 등록부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
medicare/australian-immunisation-register

호주 연방 정부 보건성  
https://beta.health.gov.au/health-topics/immunisation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산전 백일해 예방접종 프로그램 
www.health.nsw.gov.au/protectnewborns

개인 보건 기록지  
(Blue Book)  

자녀가 예방접종을 할 때마다 
의사 / 간호사가 직접 기록을 하도록 
자녀의 개인 보건 기록 지인 Blue 
Book 을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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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의 경우에도 출산 후 즉시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모가 임신 기간 동안 백일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퇴원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아기가 출생 후 처음으로 받게 되는 B 형 간염 예방접종은 출생 
직후에 하도록 권장하고, 다음 예방접종은 6 주에 실시합니다.

산모가 B 형 간염 감염자인 경우 아기는 B 형 간염 예방접종 절차를 
마치고 3 개월 후 혈액 검사를 통해 면역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모와 담당 의사에게 NSW Health 에서 일정을 상기시키는 
공지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B 형 간염

B 형 간염은 출산 시 산모로부터 태아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임산부들에게 B 형 간염 검사를 실시합니다. 임산부가 
감염되었을 경우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할 수 있고, 영아는 출산 
후 12시간 이내에 두 차례 주사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아기에게 만성 B 형 간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는 
간 손상이나 간암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백일해 (pertussis)

백일해 예방접종은 보통 임신 28주차 임산부에게 실시하는데(임신 
20-32주차에 언제든지 실시 가능), 조산 위험이 높은 여성의 경우 
가능한 빨리(20주차부터)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모와 태아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항체가 자궁 내에서 태아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임신 기간 동안 백일해 예방접종을 해도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전합니다.

산모 자신은 물론, 배우자, 조부모를 포함하여 아이와 가까이 지내게 
될 모든 성인들이 지난 10 년 동안 백일해 예방접종을 한 적이 없다면 
아이의 출생 2주 전 예방접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독감 (influenza)

임신 기간에 독감을 앓게 되면 조산 및 기타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임산부에게 해당 예방접종을 강력하게 권장하는 
바입니다. 독감 백신은 임산부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태중에 있는 
동안은 물론 출생 후 초기 수개월 동안, 아기에게 면역력을 
제공합니다.  

임신하기 전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모두 마쳐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모의 면역력이 태아에게 전달되어 출산 후 아기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게 되기까지 초기 몇 주 동안 보호 기능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질병의 경우 임신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임신하기 전부터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로 면역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MMR)

임신 기간에 홍역이나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에 걸릴 경우,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고, 아기에게 심각한 선천성 기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없으면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에는 반드시 28 일 동안 임신을 피해야 합니다.  

 

산모의 면역력이 아기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산모의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두 (chickenpox)

임신 중 수두에 걸리면 
심각한 선천성 기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없으면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에는 반드시 

28 일 동안 임신을 피해야 
합니다.  

임신하기 전 출산 후임신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