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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주사입니다

Translated by:  H
yun Lee

백신 접종
예방 주사를 맞고 건강을 지키세요

백신은 왜 필요한가요?
미국에서는 한때 사람들을 몹시 
아프게 한 질병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큰 이유 중 하나가 백신의 
사용입니다. 백신은 전염 가능한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예방 주사를 맞으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질병에서 보호합니다.

백신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백신은 질병의 원인 바이러스(또는 
세균)로 만듭니다.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세균은 “죽은” 것이거나 
약한 것입니다. 병에 걸리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몸이 그 세균과 
그것이 일으키는 질병을 물리치도록 
돕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 경미한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하루나 이틀 후에 사라집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 드물지만 심한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대개 주사 후 
몇 분 또는 몇 시간 안에 나타납니다.

무슨 백신이 필요한가요?
뒷면의 도표에 어른과 어린이가 맞아야 하는 
주사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모든 
주사를 맞지 않은 어른은 추가 주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치의와 상담하여 어느 주사가 
필요한지 알아보십시오.

	통증/빨개짐	 경미한	발진	 미열 	 호흡	곤란	 어지러움	 발진/가려움	 목의	부기

주치의 이름

주치의 전화번호

백신은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부작용이 있나요?

KOREAN

기타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vaccines.gov



www.magnuscorp.com/ffs/vaccines
Copyright © 2015, MAGNUS, Walnut, CA

필요한 
주사

예방 주사 
명칭

주사 대상자
예방 대상 질병 질병이 일으키는 증상

어린이만* 어린이와 
어른 어른만


DTaP
또는

Td/Tdap
X

디프테리아 열, 목앓이, 오한

파상풍
통증을 수반하는 근육 경련, 

호흡 또는 삼키기 곤란

백일해
심한 기침, 호흡 및 먹기와 

마시기 곤란

 독감 X 독감 코, 목구멍, 폐의 감염

 HepA X A형 간염 간 질환의 일종

 HepB X B형 간염 간 질환의 일종

 Hib X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뇌와 척수 주위 막의 감염

 HPV X
자궁 경부암 여성 암의 일종

생식기 사마귀
성교를 통해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의 일종

 IPV X 회색질척수염 
(소아마비)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숨조차 
쉴 수 없을 때도 있음

 MCV4 X 수막 알균 뇌와 척수 주위 막의 감염

 MMR X

홍역 열, 발진, 콧물, 기침

볼거리
열, 두통, 침을 만들어내는 입 

부위의 부기

풍진 열, 림프샘 부기, 발진

 PCV X 폐렴 알균 폐의 감염

 RV X 로타바이러스 열, 구토, 설사

 수두 수두 전신의 가려운 발진

 띠 
헤르페스

X 대상 포진 고통스러운 발진과 물집

예방 주사를 맞고 건강을 지키세요
주치의에게 건강 검진을 받고 새로 맞아야 할 예방 주사가 있다면 맞으십시오.

아래에 표시된 주사를 맞는 사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이름) (나이)
다음 예약 일시: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am/pm)  ____________________
 (날짜) (시간) (생년월일)

* 만 0~18세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세요. 예방 주사를 맞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