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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자녀를 초•중등학교에 등록하려면 다음의 예방접종 
확인증 중 한 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AIR 예방접종 
증명서 (AIR Immunisation History 
Statement-해당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일정 완료 
또는 예방접종 일정 미완료,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접종 미실시, 자연 면역 등의 정보 명시), 또는 AIR 
예방접종 기록표 (AIR Immunisation History 
Form-해당 아동에 대한 보충 예방접종 계획 명시).

 등록 시 공인 예방접종 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도 등록은 할 수 있지만 해당 학생은 학교 
예방접종 기록부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됩니다.

 공인 예방접종 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은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이 교내에서 발생한 경우, 또는 교내 
발생은 아니라고 할 지라도 해당 학생이 그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한 경우, 등교 제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NSW 주 보건성은 학교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권고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학교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2018 년에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HPV) 와 디프테리아-
파상풍-백일해 (dTpa) 예방접종을 7 학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막구균 감염증 
ACWY 형 예방접종도 10 학년과 11 학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 정보 
Australian Immunisation Register  

www.humanservices.gov.au/
individuals/services/medicare/
australian-immunisation-register

NSW Health 

www.health.nsw.gov.au/immunisation

NSW Health ‘Save the Date  
to Vaccinate’

www.immunisation.health.nsw.gov.au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Immunise Australia Program

www.immunise.health.gov.au

초•중등학교  
입학과  
예방접종

학부모를  
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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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과  
예방접종

학부모를  
위한 정보

Save the Date app
웹사이트 immunisation.health.nsw.gov.au 에서 
간편한 SAVE THE DATE 전화 앱을 다운로드 하거나 
맞춤형 일정표를 인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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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일부터 모든 학교장이 
입학 등록 시 예방접종 확인증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공인된 예방접종 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도 등록은 할 
수 있지만 해당 학생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되며,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이 교내에서 발생한 경우, 또는 교내 
발생은 아니라고 할 지라도 해당 학생이 그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한 경우, 등교 제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예방접종 일정을 지키고 학교 등록 
시 호주 예방접종 등록부 (Australian Immunisation 
Register: AIR)에서 발급한 아래 예방접종 확인증을 
제출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AIR 예방접종 증명서 (AIR Immunisation History 
Statement), 또는

 AIR 예방접종 기록표 (AIR Immunisation History 
Form) 

변경 도입 사유
아이들의 예방접종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 내 질병 
발생 시 이의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변경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 
아이들 중에서 일부 예방 가능한 질병의 감염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연령별 예방접종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 예방접종 등록부 (AIR)에서 고학년 
학생들의 예방접종 기록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방접종의 중요성
예방접종은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자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 특히 너무 어려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아기들이나 의학적인 사유로 인해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방 가능한 중증 질병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AIR 예방접종 증명서
AIR 은 아이에게 실시된 예방접종을 기록하고 아이가 4 세가 
되면 AIR 예방접종 증명서를 부모에게 발송합니다. 해당 
증명서를 학교 등록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 (14세까지 해당) 의 AIR 예방접종 증명서 (AIR 
Immunisation History Statement) 사본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myGov https://my.gov.au/ 에서 Medicare 온라인 
계정을 이용

 Medicare Express Plus App 을 이용  
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
subjects/express-plus-mobile-apps 

 AIR 일반 문의 전화, 1800 653 809 번을 이용

14 세 이상 아이의 경우, myGov https://my.gov.au/ 에서 
자신의 메디케어 온라인 계정을 이용하거나 개설하여 자신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AIR 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아이들
NSW 주에 거주하는 아이들 중 94% 이상은 5 세까지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AIR 예방접종 증명서 (AIR Immunisation 
History Statement) 하단에 “This child has received all 
vaccines required by 5 years of age (본 아동은 5세까지 
요구되는 모든 예방접종을 완료함)” 이라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의학적 사유로 인한 예방접종 금지나 
자연 면역력 보유의 경우
의학적인 사유로 인해 예방접종을 미실시하였거나 자연 
면역력을 지닌 아동에 대해서도 담당 일반의 / 전문의가 AIR 
의료 면제 양식 (Air Medical Exemption Form) 을 
작성하여 AIR 로 송부한 경우, 증명서에 “Up to date  
(예방접종 일정 완료)” 가 표시될 것입니다. 의학적 사유로 인한 
면제 또는 자연 면역력 사유가 업데이트된 AIR 예방접종 
증명서 (AIR Immunisation History Statement) 하단부에 
기재될 것입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예방접종을 해외에서 실시하였으나 AIR 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아동의 해외 접종 기록을 담당 일반의 / 간호사가 
반드시 확인하고 그 정보를 AIR 에 송부해야 합니다.  
그 후 부모가 업데이트된 AIR 예방접종 증명서 (AIR 
Immunisation History Statement) 를 신청하여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4 세까지 권장 예방접종을 모두 실시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 
AIR 예방접종 증명서 (AIR Immunisation History 
Statement) 하단에 미실시 예방접종 항목과 접종일이 기재될 
것입니다. 해당 아동은 인가된 보충 예방접종 계획을 시작해야 
하며 담당 일반의 / 간호사는 AIR 예방접종 기록표 (AIR 
Immunisation History Form) 를 작성하여 AIR 에 
송부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학교 등록 시 AIR 예방접종 
기록표 (AIR Immunisation History Form)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연령별 권장 예방접종을 모두 마치지 않은 아동의 경우나 
예방접종 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질병의 발생 
기간에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아동을 보호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현재는 학교 예방접종 프로그램(School Vaccination Program) 을 
통해 실시된 예방접종 기록은 AIR 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2018
년 말부터는 학교 예방접종 기록도 AIR 에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학교 예방접종 기록은 등록 시 제출 요구를 받지 않지만,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예방접종 기록을 받기 원하는 경우, 지역 보건소나 전화 
1300 066 055 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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