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 예방접종 일정 – 성인, 고령자 및 고위험자
백신

성인

만 65 세 이상

†

고위험 프로그램

수두 예방접종 (#44b)1
A 형 간염 예방접종 (#33)
B 형 간염 예방접종 (#25a)2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101b)

3

비활성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12d)4
홍역, 볼거리, 풍진(MMR) 백신 (14a)5
C 형 수막구균 단백결합(Men-C) 예방접종 (#23a)6
4 가 수막구균 백신(#23b)
폐구균 단백결합(PCV 13) 백신 (#62a)
폐구균 다당 백신 (#62b)
파상풍 및 디프테리아(Td) 백신 (#18a)7
파상풍, 디프테리아 및 백일해(Tdap) 백신 (#18c)8
주의: 이 예방접종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문이 있을 경우,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거나 전화 8-1-1 로
문의하십시오. 이 예방접종표는 HealthLinkBC, BC 주 보건부(BC
Ministry of Health) 및 BC 주 질병통제센터(BC Centre for
Disease Control)가 개발 및 검토한 것입니다.
†

고위험 프로그램: BC 주는 만성 질환 환자, 면역 체계가 약화된
사람 등 몇몇 사람에게는 다수의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거나 전화
8-1-1 로 문의하십시오.

4

인플루엔자로 인한 중병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 그리고 중병 발병
고위험자에게 인플루엔자를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해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5

1970 년 이후 출생자로서 홍역, 볼거리 및 풍진 예방접종을 맞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면역력이 없을 경우 MMR 예방접종을 2 회
맞아야 합니다.
6

C 형 수막구균 단백결합(Men-C) 예방접종은 2002 년 이전에
출생한 만 24 세 미만자로서 만 10 세 이후에 이 예방접종을 맞은
적이 없을 경우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1

수두 예방접종을 맞은 적이 없는 성인은 2 회의 예방접종이
권장됩니다. 예방접종을 맞을 필요가 없는 성인도 있습니다. 만 1 세
이후 2004 년 이전에 수두 또는 대상포진을 앓았거나 실험실
검사에서 동 질병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2

B 형 간염 예방접종은 1980 년 이후 출생자로서 이 예방접종을 한
번도 맞지 않았거나 연령에 따른 권장 횟수만큼 맞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3

HPV 예방접종은 만 26 세 이하의 적격 성인에게는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www.healthlinkbc.ca/tools-videos/bc-immunization-sche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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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예방접종은 이 예방접종을 맞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성인에게 투여됩니다. 10 년마다 추가 접종을 맞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깊은 상처가 있거나 크게 다친 사람은 파상풍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이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Tdap 예방접종은 어릴 때 예방접종을 맞지 않았거나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성인에게는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어릴 때 백일해
예방접종을 맞았으나 성인이 되어서는 백일해가 포함된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만 18 세 이상 성인, 그리고 임신부(과거 예방접종 여부
무관)에게는 이 예방접종이 권장되지만 무상으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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