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예방접종

보호와 예방

예방접종을 하면 홍역, 볼거리, 백일해 및 수두 등 여러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은 앞서 언급한 위험한 질병에 걸려 심한 고통을 받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성인 또한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하여 본인, 그리고 신생아, 임산부,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 등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안전성

예방접종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예방접종 시 겪을 수 있는 신체 반응은 대부분 가벼우며, 주사 부위에서의
통증이나 발적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예방접종 위험성에 관해 우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의하십시오.
예방접종은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방접종과 자폐증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미국 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웹사이트 aap.org를 방문하여 “parental concerns” (부모로서 가질 수 있는 우려사항) 를
검색해주십시오.

권장 예방접종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아동 예방접종과 관련한 권장 연령 및 기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일정을 따라주십시오. cdc.gov를 방문하여 “immunization
schedules” (예방접종 일정)을 검색해주십시오.
뉴욕시에서 보육 프로그램, 공립 학교 또는 사립 학교에 다니는
2개월에서 18세 사이의 아동은 특정 종류의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요구됩니다. 현재 진행되는 학교 예방접종 일정을 알고
싶으시면, nyc.gov/health를 방문하여 “student vaccines”
(학생 예방접종)을 검색해주시거나, 자녀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해주십시오.

 019년 6월부로, 종교적 이유의 예방접종 면제가 뉴욕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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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강정보지

미국을 벗어나 여행을 가시는 경우,
자녀의 의료 제공자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해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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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기록 보관

뉴욕시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출생 후 18세까지의 아동에게 시행된 예방접종을 뉴욕시 예방 접종 등록소 (Citywide
Immunization Registry, CIR)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 경로를 통해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yc.gov/health를 방문하여 CIR을 검색해주십시오.

311로
전화하여 CIR에 대해 문의해주십시오.

자녀의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십시오.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의료 서비스 공급자에게 차후 어떤 예방 접종이 자녀에게 필요한지 알아볼
것을 요청해주십시오.

진료소 찾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든 없든, 자녀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의 상담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다음의 방법을 이용해주십시오.
• 포트 그린 의료 센터(Fort Greene Health Center) (4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를 방문하시거나
nyc.gov/health/map에서 기타 예방접종 센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nychealthandhospitals.org/health_care에서 NYC 보건병원협회 위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findahealthcenter.hrsa.gov에서 커뮤니티 의료 센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311에 전화하여 아동 예방접종 위탁소 및 학교 예방접종 요건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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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gov/health에 방문하여 “child vaccinations”(아동 예방접종)에 대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건강정보지를 받아 보십시오

healthbulletins@health.nyc.gov로 이메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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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