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접종과 임신

건강정보지
모든 건강정보지를 보려면 nyc.gov/health 를 방문하십시오.  
무료 사본을 원하시면 311번으로 전화하세요.

 임신 중 예방접종을 받으면 귀하와 아기가 인플루엔자(독감) 및 백일해와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아는 이러한 질병으로 입원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으면 성장하면서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 낼 
때까지 신생아에게 항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오랜 세월 많은 임산부들이 이용해왔습니다.

보호와 예방

건강한 임신

임신 기간 동안 독감 및 Tdap (파상풍, 디프테리아 및 무균 백일해) 예
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독감 예방접종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조기 
진통과 같은 인플루엔자(독감)의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임신 27 ~ 36주 동안에는 Tdap 예방접종을 받으십시오. 백일해 
발생률을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임신 전,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홍역, 볼거리 및 풍진(MMR) 및 수두 등 
예방접종이 모두 최신 상태로 완료된 
상태인지 확인을 요청하십시요.

더 확실한 보호를 받으려면, 신생아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모두 백신접종을 최신 상태로 완료한 사
람들이어야 합니다.

http://www1.nyc.gov/site/doh/index.page


진료소 찾기

귀하의 예방접종 기록

이 건강정보지 및 기타 번역된 건강 자료를 추가 언어로 보려면 nyc.gov/health/pubs 를 방문하십시오. 귀하의 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뉴욕시 보건부 사무소 및 클리닉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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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독감과 Tdap 백신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이 비용은 대부분의 보험 공단에서 임신 중에 
지급합니다.

가까운 약국에 문의하십시오. 많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백신을 제공합니다.

보건부의 포트 그린 의료 센터(Fort Greene Health Center)를 방문하거나 nyc.gov/health/map에서 집 근처 예방 접종소를 
찾으십시오.

임신했는데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본인의 이민 상태와 상관없이 임신 관리를 보장하는 Medicaid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십시오. 
신청하려면 웹사이트 nystateofhealth.ny.gov를 방문하십시오.

귀하의 예방접종 기록을 보관하면 귀하와 귀하의 아기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을 위해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귀하의 모든 예방접종 정보를 보건부 뉴욕시 예방 접종 등록소(Citywide Immunization Registry, CIR)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귀하의 기록을 한 장소에 보관한다.

•  본인이 어떤 예방접종을 받았고, 곧 받게 될 예방접종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

•  귀하가 모든 권장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도울 수 있게 한다.

본인의 기록도 잘 보관하십시오. CI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11번으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nyc.gov에서 "CIR"을 검색하
십시오.

자원

healthbulletins@health.nyc.gov로 이메일 전송최신 건강정보지를 받아 보십시오

웹사이트 nyc.gov/health에서 "Pregnancy: Immunizations"(임신: 
면역)를 검색하세요
웹사이트 cdc.gov에서 "Pregnancy and Vaccination"(임신과 
예방접종)을 검색하세요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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