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

백일해로부터
아기를
보호하십시오
임신 기간 백일해 예방접종을 하면 출산 첫날부터 아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주요 정보
■ 임신 28주차에 백일해 예방접종을 하면 출생 후 6주차에 실시하는
첫 예방접종 시까지 백일해로부터 아기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NSW주에서는 현재 무료로 임산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기는 출생 후 6주차에 백일해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 백일해는 위험한 질병이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백일해란 무엇인가 ?

예방접종은 안전한가 ?

백일해 (whooping cough/pertussis)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박테리아성 질병으로
발작적인 기침을 유발합니다. 성인의 경우,
증상이 가벼울 수 있으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기에게 전염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신 중 실시하는 예방접종은
임산부와 아기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4만명 이상의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예방주사를 맞은 팔에
통증이 발생하거나 빨갛게 되는 정도의 경미한
부작용 만이 나타났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임신 중 합병증의 위험은 없으며, 최근 국립 보건
의학 연구 협의회에서도 임산부들에게 임신 3
기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고안을 냈습니다.

내 아기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
그렇습니다. 아기들은 출생 후 6주가 될
때까지는 예방접종을 할 수 없습니다. 백일해
예방접종은 임신 28주차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는 임산부의 체내에서 항체가
생성되어 태아에게 전달되고, 이 항체가 생후 6
주차에 실시되는 예방접종 시까지 아기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임신 3기에 무료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는 것에
대해 담당 의사와 바로 상의해 보십시오.

백일해 예방접종 효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임신할 때마다 28주차에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아기 출생 직후 몇 주간 아기와 접촉할 사람들도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태어날
아기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일정에 맞추어 접종을 완료하도록 해야 하며,
아기를 보살필 사람이나 가까운 친지들도 지난
10년 간 백일해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아기와 접촉하기 적어도 2주일 전에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임신 기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위험한 독감으로부터 임산부 자신과 아기를
보호하십시오.  

임신 중 무료 백일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출생 첫날부터 아기를 백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십시오. 예방접종에 대해 담당 의사에게 지금 바로 문의해 보십시오.
백일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health.nsw.gov.au/whoopingc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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