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접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mmunisation.health.nsw.gov.au 편리한  
SAVE THE DATE 전화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개인 
일정표 (Personalised Schedule)를 프린트하여 
예방접종일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곳

예방접종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의(GPs) 진료소

• 일부 지역 카운슬

• 일부 지역 보건 센터

본인의 거주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전화 1300 066 055번을 이용해 
가장 가까운 공공 보건소 (Public Health Uni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앱  
다운로드 
하기

지체없는 예방접종   
확실한 질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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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은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예방접종은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를 보호합니다 

•  자녀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심각한 질병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부작용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예방접종의 혜택이 

위험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나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백신도 간혹 부작용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부작용들은 보통 주사 부위가 아프고 

빨갛게 부어 오르는 것과 같이 가볍고 일시적인 

것들이며 심각한 부작용은 매우 드뭅니다. 

부작용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나 예방접종 
시행기관과 상의하세요.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을 유아원, 유치원, 학교 등록 

때 제출해야 합니다. 전화 1800 653 809번으로 
예방접종 등록처에 문의하시면 예방접종 기록 

증명서(Immunisation History Statemen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가

뉴사우스웨일즈 주 예방접종 일정표에 따라 자녀들이 

다음 연령에 이르렀을 때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 출생 • 6 개월 • 18 개월
• 6–8 주 • 12 개월 • 3½–4 살
• 4 개월

아이에게 제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리 예약하고, 가정의나 예방접종 시행기관과 

약속을 정해두고, 예방접종일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왜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가

기록 보관

편리한 SAVE THE DATE 전화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다음 웹사이트에서 개인 

일정표 (Personalised Schedule)를 프린트해 
두세요: immunisation.health.nsw.gov.au

예방접종을 제때 제때하는 것이 병에 걸리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는 보통 

예방접종을 미룹니다만 사실은 아이에게 콧물이 좀 

나거나 감기 기운이 좀 있더라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제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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