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기를 위한 예방접종
부모를 위한 가이드

이것이 아기에게 필요한 백신입니다!

출생 시 HepB

2개월 HepB
1~2개월1 + DTaP + PCV + 뇌수막염 + 소아마비 + RV

4개월 HepB2 + DTaP + PCV + 뇌수막염 + 소아마비 + RV

6개월 HepB 
6~18개월1

+ DTaP + PCV + 뇌수막염3 + 소아마비 
6~18개월1

+ RV4 + 인플루엔자5 +  COVID6

12개월 이상 MMR 
12~15개월1 + DTaP 

15~18개월1 + PCV 
12~15개월1 + 뇌수막염 

6~18개월1 + 수두 
12~15개월1 + HepA7 

12~23개월1 + 인플루엔자5

	 	 	
위의 차트에 대한 참고 사항:
1. 	이는 이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연령대입니다.
2. 아기는 사용한 백신에 따라 생후 4개월에 Hep B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 또는 간호사와 상의하십시오.
3. 	아기는 사용한 백신에 따라 생후 6개월에 뇌수막염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 또는 간호사와 상의하십시오.
4. 	아기는 사용한 백신에 따라 생후 6개월에 RV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 또는 간호사와 상의하십시오.
5. 	생후 6개월 이상의 모든 소아는 매년 가을 또는 겨울에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6. 	자녀는 투여되는 COVID-19 백신의 브랜드에 따라 2회 또는 3회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7. 	자녀는 최소 6개월 간격으로 HepA 백신을 2회 접종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아기가 일정에 따라 모든 예방접종을 받고 있는지 담당 의사 또는 간호사와 확인하십시오. 주사 횟수를 
줄이기 위해 백신이 혼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기의 백신 접종 날짜가 기재된 기록 카드를 요청해야 합니다.  
매 방문 시 이를 지참하십시오.

다음은 귀하의 아기가 보호받을 질병의 목록입니다.

HepB: B형 간염, 심각한 간 질환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개구장애), 백일해(백일 기침)
PCV: 폐렴구균 결합 백신은 심각한 혈액, 폐 및 뇌 
감염으로부터 보호함
뇌수막염(Hib):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 중대한 뇌, 
인후 및 혈액 감염

소아마비: 중대한 마비성 질환
RV: 로타바이러스 감염, 심각한 설사 질환
인플루엔자: 중대한 폐 감염
MMR: 홍역, 볼거리, 풍진
COVID-19: 심각하고 전염성이 높은 질병
HepA: A형 간염, 중대한 간질환
수두: 바리셀라(varicella)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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