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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예방접종

건강 100세를 약속하는 성인예방접종 면역력약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성인도 예방접종이 필수입니
다.

장흥군보건소 성인 예방접종 안내

접종시간 : 09:00 ~ 15:00
준비물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예방접종 종류

종류 대상자 접종횟수 접종시기 수수료

폐렴구균 만 65세 이상 어르신 1회 연중 무료

인플루엔자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AI 대응 종사자
- 관내 주소를 둔 의료급여1-2종, 장애인 1-5급, 국가유공자
- 임신부 (전 연령층)

매년1회 10~11월 무료

유행성출혈열

- 군인, 농부 등 직업적으로 유행성출혈열바이러스에 노출될 위
험이 높은 자
- 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를 다루거나 쥐 실험을 하는 실험실요
원
-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등 개별적 노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
는 자

3회
(0,1,12개월)

4~10월 무료

B형간염 B형간염 항체검사결과 음성인 자 중 희망자 3회 (0,1,6개월) 연중

유료
(5,000원

/
금액변동
가능)

대상포진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회 연중 무료

만 50세~64세 기초생활수급자 1회 연중 무료

만 50세 이상 군민 1회 연중

유료 
(백신비
50% 본
인부담)

※ 예방접종 수수료는 구입단가에 따라 변동됨.

예방접종 주의사항 및 금기사항

접종 후 20~30분간 보건소에 머물러 상태를 관찰합니다.
접종당일 음주, 지나친 운동, 샤워는 금하고 안정을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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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주의사
항

접종당일 음주, 지나친 운동, 샤워는 금하고 안정을 취합니다.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하고 긁지 않도록 합니다.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 경련이 있을 때에는 곧 의사진찰을 받도록 합니
다.

예방접종 금기

이전에 백신 접종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을 보안 경우
백신 성분에 대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나필락시스 등)
급성 열성질환, 급성기 또는 활동기에 있는 심혈관계질환, 간질환, 신장질환자
홍역, 볼거리, 수두 등이 완치된 후 2개월 이내
면역 억제치료(스테로이드 및 방사선 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감마글로볼린이나 혈청주사를 맞았거니 수혈 받은 경우
면역결핍성 질환이 있는경우

접종이 가능한
경우

열이 없거나 미열이 동반된 가벼운 급성질환(열이 없는 감기, 가벼운 질환)
이전 접종 후 미열 혹은 중등도의 발열
질병의 회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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