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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가능한 질병에서 어린이 보호하기
백신은 어린이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부모님들이 예방 접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는 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나요?
 •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계속 존재합니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어느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어린이에게 질병을 일으킵니다.

 • 백신은 특정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질병 중에는 치명적이거나 어린이에게 

영구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예로 디프테리아와 소아마비가 있습니다. 특정 

어린이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질병도 있습니다. 볼거리는 어린이에게 경미하거나 심각한 

청각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홍역은 발진이나 두뇌 팽창을 유발합니다.

 • 예방접종은 영아돌연사증후군(SIDS)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일리노이주는 어린이가 보육 시설이나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예방 접종 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 대부분의 인구가 어떤 질병에 면역이 되면 쉽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이는 어린이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너무 어려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백신이  어린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나요?
 • 백신은 해당 질병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백신은 널리 검증됩니다. 백신을 사용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그 안전성을 관리합니다.

 •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어린이의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어린이가 아프거나 알레르기가 있거나 

백신 또는 일부 약물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면 주치의에게 알려주세요.

 • 어떤 약이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사 부위가 아플 수 있습니다. 미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만개 중 몇 개의 백신은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광범위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백신과 자폐증 사이에는 개연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방접종 일정은 누가 정하나요?
 • 의사 및 질병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예방접종 일정을 계획합니다.

 • 미국 소아과학회,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미국 가정의학회애서 이 일정을 승인합니다.

 • 주치의는 접종 대상어린이에게 가장 적합한 일정을 추천해야 합니다.

영유아가 많은 예방 접종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 백신은 어린이의 면역계가 심각한 질병을 인식하고 억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아주 적은 

양의 항원을 사용합니다. 항원은 신체의 면역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균의 일부입니다.

 • CDC에 따르면, 1990년대 백신은 2세까지 8가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000개의 

항원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백신은 2세까지 14가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05개의 

항원을 사용합니다. 과학의 발전 덕분에, 오늘날의 백신은 더 적은 항원을 사용해 더 많은 

질병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백신은 어린이가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항원의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건강한 어린이는 짧은 기간에 여러 종류의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을 미루면 어린이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할 수 없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