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문
나와 친구들의 건강을 예방접종으로 지켜주세요!

10월 15일부터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무료로 시행됩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사업대상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2007. 1. 1. ~ 2019. 8. 31. 출생아)

접종기관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 보건소는 지역 특성에 따라 예방접종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건소 방문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찾아 건강상태와 과거 병력에 대해 전문의와 상의 후
안전한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2019. 10. 15.(화) ~ 2020. 4. 30.(목) (단, 2회 접종 대상자는 9. 17.(화)부터 접종시작)
※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시작전인 10~11월에 접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
※ 단, 생후 6개월 ~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다음 대상자는 2회 접종 지원합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하거나 이전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 2019-2020절기 전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
※ 예방접종 일정 및 접종횟수는 예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후 6주 이내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예방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합니다.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접종 후 2~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관찰하고, 고열 등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국소 이상반응 : 접종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름, 통증
전신 이상반응 :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경미한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으며, 2~3일 이내 호전됩니다.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건강한 생활습관
자주 손을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이나 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킵니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합니다.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자제하도록 합니다.
갑작스러운 발열과 콧물, 인후통, 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