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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보건소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접종기간 : 연중
접종시간

미취학 및 영유아 : 09:00 ~ 11:30
초등학생 09:00 ~ 15:00, 중․고등학생 09: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
피내용 BCG예방접종(사전 예약필수)

접종종류

어린이 예방접종(BCG 등 18종))
고위험군 예방접종(인플루엔자 등 4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일정
(단위 : 명)

접종명 접종시기 횟수 기간 비고

BCG 생후 4주이내 1회 연중  

DTaP 생후2,4,6개월, 15개월, 만4-6세 5회 "
DTaP- IPV병행

IPV(소아마비) 생후 2,4,6개월, 만4-6세 4회 "

뇌수막염 생후 2,4,6개월, 12~15개월 4회 "  

폐렴구균 생후 2,4,6개월, 12~15개월 4회 "  

엠엠알 생후12~15개월, 만4-6세 2회 "  

B형간염 생후0,1,6개월 3회 "  

수두 생후12~15개월 1회 "  

Td/Tdap 만11세 1회 "  

일본뇌염(사백신)
생후 12개월(2회), 24개월, 만6세, 만
12세

5회 "  

일본뇌염(생백신) 생후 12개월, 24개월 2회 "  

A형간염 생후 12개월, 18개월 2회 "

자궁경부암백신(HPV) 만12세 2회 연중

어린이인플루엔자
6개월~만12세,
(만13세~만18세: 2020년 한시적 지
원)

2회 가을철  

로타바이러스 생후 2~6개월 2~3회 연중  

고위험군 예방접종 일정
(단위 : 명)

보건사업 > 예방접종 > 예방접종 안내예방접종 안내

(http://www.mokpo.go.kr)

/health/health_service
/health/health_service/vaccination
/health/health_service/vaccination/vaccination_intro


접종명 접종시기 횟수 기간

계    

장티푸스 만 2세이상 기초접종 후 3년에 1회 연중

신증후군출혈열 성인 기초 1개월 간격 2회 1년후 1회 추가 "

인플루엔자 36개월 이상 매년1회 가을철

노인성폐렴구균 만65세이상 1회 연중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주요 서비스

예방접종 정보 및 정부 지원사업 안내
예방접종 관리 : 자녀 과거 예방접종 기록 확인
안전한 예방접종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제도 안내
홈페이지 : https://nip.cdc.go.kr/

예방접종도우미 스마트 폰 앱 기능

예방접종 내역 조회 및 알림 기능
접종비용 지원 의료기관 검색 기능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회원가입 돼 있어야 로그인 가능
모바일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녀 예방접종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접종 전 주의사항

예방접종은 몸의 건강상태가 좋을대 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 접종 전에 건강 상태를 충분히 관찰 후 합니다.
미취학 아동은 오전 중(9시~11시30분)에 예방접종을 합니다.
소아접종시 아기수첩과 주민번호는 반드시 지참합니다.

접종 후 주의사항

접종한 당일은 무리한 운동, 목욕 등을 피합니다.
접종부위는 긁거나 만지지 않게 하며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접종부위가 부었을 경우 찬물찜질을 해주십시오.
접종 후 고열, 경련이 있을때는 즉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접종 후 접종장소에서 30분 정도 상태를 관찰한 후 귀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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