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W 예방접종 일정
2020 년 7 월 정부 지원 

유년기 백신
연령 질병 백신 정보
출생 B 형 간염 H-B-VAX II  

또는 ENGERIX B (IM) 생후 7 일 이내 (이상적으로는 24 시간 이내)

6 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 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B 형 간염, 소아마비

INFANRIX HEXA (IM)
ROTARIX: 6-14 주 연령에 한해 1 회
BEXSERO: 예방 파라세타몰 권고. 2023 년 6 월 
30 일까지 2 세 미만 호주 원주민 아동들을 위한 따라잡기 
접종 지원

폐렴구균 PREVENAR 13 (IM)
로터바이러스 ROTARIX (경구용)
B 형 뇌수막구균 (호주 원주민† 어린이들만 해당) BEXSERO (IM)

4 개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 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B 형 간염, 소아마비

INFANRIX HEXA (IM)
ROTARIX: 10-24 주 연령에 한하여 2 회
BEXSERO: 예방 파라세타몰 권고. 2023 년 6 월 
30 일까지 2 세 미만 호주 원주민 아동들을 위한 따라잡기 
접종 지원

폐렴구균 PREVENAR 13 (IM)
로터바이러스 ROTARIX (경구용)
B 형 뇌수막구균 (호주 원주민 어린이들만 해당) BEXSERO (IM)

6 개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 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B 형 간염, 소아마비

INFANRIX HEXA (IM) IPD‡ 위험군으로 6 개월 이상 어린이들의 경우, 
PREVENAR 13 추가 1 회 접종 권고– AIH* 참조. 
특정 질병 위험군에 속하는 6 개월 이상의 호주 원주민 
어린이들은 Bexsero 추가 1 회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음 – 
AIH* 참조.

12 개월 ACWY형 뇌수막구균 NIMENRIX (IM)
BEXSERO: 예방 파라세타몰 권고. 2023 년 6 월 
30 일까지 2 세 미만 호주 원주민 아동들을 위한 따라잡기 
접종 지원

폐렴구균 PREVENAR 13 (IM)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MMR II 또는 PRIORIX 

(IM 또는 SC)
B 형 뇌수막구균 (호주 원주민 어린이들만 해당) BEXSERO (IM)

18 개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NFANRIX 또는 
TRIPACEL (IM)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수두 PRIORIX TETRA 또는 
PROQUAD (IM 또는 SC)

b 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ACT-HIB (IM 또는 SC)
4 세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INFANRIX-IPV 또는 

QUADRACEL (IM)
IPD‡ 위험군 어린이들은 PNEUMOVAX 23 추가 1 회 
접종 권고 – AIH* 참조.

위험군, 청소년 및 성인
연령/그룹 질병 백신 정보

무비장증, 비장 기능 저하증, 
도움체 결핍증 환자와 
eculizumab 치료를 받는 모든 
사람들

ACWY 형 뇌수막구균 NIMENRIX (IM)
요구되는 횟수와 시기는 AIH* 참조.
추가 그룹들에 대해서도 해당 백신 접종이 권고되나, 
정부 지원 대상은 아님B 형 뇌수막구균 BEXSERO (IM)

무비장증이나 비장 기능 저하증 
5년 이상

b 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ACT-HIB (IM 또는 SC) 불완전하게 예방접종을 하였거나, 유년기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7 학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OOSTRIX (IM)
인체유두종바이러스 GARDASIL 9 (IM)

10 학년 ACWY 형 뇌수막구균 NIMENRIX (IM)
임신 인플루엔자 INFLUENZA 인플루엔자: 삼분기 중 어느 때나 가능

백일해: 임신 때 마다 20-32 주차에 접종 백일해 BOOSTRIX 또는 ADACEL 
(IM)

50세 이상 호주 원주민 폐렴구균 PREVENAR 13 (IM) 그 다음 
PNEUMOVAX 23 (IM)

Prevenar 13: 50세 이상
Pneumovax 23: 2-12 개월 이후
Pneumovax 23: 적어도 5년 이후

70세 폐렴구균 PREVENAR 13 (IM) 70 세 이상은 폐렴구균 정부 지원
대상포진: 71-79 세를 대상으로 2021 년 10 월 
31 일까지 따라잡기 접종 지원

대상포진 ZOSTAVAX (SC)

IPD‡ 위험군 PREVENAR 13 과 PNEUMOVAX 23 접종 권고 대상 조건은 온라인 AIH*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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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원주민이란 용어는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도서지역 거주자들을 지칭. ‡ IPD: 침습성 폐렴구균병.  *AIH: 온라인 호주 예방접종 안내서.

인플루엔자
연령/위험군 권고 정보
6개월에서 5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들

연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브랜드와 접종 자격 요건은 다음 참조: 
www.health.nsw.gov.au/immunisation/Pages/flu.aspx 

6개월 이상의 호주 원주민
6개월 이상의 위험군
65세 이상
임신 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