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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은 얼마나 효과적인가요?

백신은 얼마나 안전한가요?

HPV 백신 접종은 다양한 HPV 관련 암 및
질병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성들은 또한
자궁경부암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자궁 경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호주에서
호주에서
테스트를
제공되어

비정상적인 세포 및 암을 유발하는 거의 모든
HPV 감염은 HPV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백신은 호주에서 매우 효과적임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HPV 감염, 자궁 경부 전암 및
성기 혹에서 현저한 감소가 있었습니다.
백신은 좀더 어린 나이에 그리고 HPV에
노출되기 이전에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용하는 HPV 백신은 매우 안전합니다.
가능한 모든 HPV 백신은 철저하게
시행했고 2억 7천만 접종이 전세계에
왔습니다.

여성을 위해서는 2007년부터 남성을 위해서는
2013년부터 학교 기반의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에서 제공해 왔습니다. 호주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백신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경우 백신으로부터 경미한
부작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접종 부위의 쓰림, 붓기 및 적열 상태
경미한 열
어지러움 및 현기증.
다른 백신처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백신 접종
후 얼마 되지 않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백신 제공자들은 이러한 유형들의
반응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반응에 대해 염려가 되면 GP를 만나보세요.

백신 접종으로 인간
유두종바이러스 (HPV)
암 및 질병 예방
인간 유두종바이러스 (HPV)에 의해
초래되는 다양한 암과 질병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health.gov.au/immunisation

호주연방의료제품청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웹사이트 tga.gov.au에서
HPV 백신 안전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

어떻게 백신 접종을 받나요?

HPV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왜 필요한가요?
HPV 백신은 다음을 포함하는 몇 가지 암을
예방합니다:
여성의 자궁 경부암
여성의 질암 및 외음부암
여성과 남성의 항문암
여성과 남성의 인후암

12-13세의 여성
및 남성은 학교
에서 무료로 HPV
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의 음경암.
HPV 백신은 또한 여성과 남성의 생식기 혹의
거의 모든 경우를 보호합니다.

HPV란?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동의서에
서명하여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백신은 학교 기반의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통해 대략 12-13세의 아동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는 두 번의 예방 접종을 6개월의 간격으로
받습니다. HPV로부터 가능한 최상의 보호를
받으려면 두 번의 예방 접종이 필요합니다.
무료 백신을 받을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해당 학교에서 동의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동의서는 부모 혹은 보호자가 서명해야
하며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지연
15세 이상 사람들에게 백신이 연기되는 것은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의 접종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National Immunisation Program은
두 번의 접종만 무료로 제공합니다.
학교에서 백신을 받지 않은 개인들은 19세가
될 때까지 두 번의 보충 접종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인간 유두종바이러스 (HPV)는 흔한 전염성
바이러스로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암과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성적 활동 중 접촉으로 전염됩니다.
백신 접종 없이는 성인의 90%가 일생 동안에
언젠가 HPV에 감염됩니다. HPV 감염을 제거하는
치료는 없습니다.

제 자녀가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바이러스는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저절로 없어지지만 가끔 지속되어
암 유형 또는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호주 예방접종 등록부에서 호주에서 제공한
예방접종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내역서는 myGov (my.gov.au)을 통해
본인의 Medicare 온라인 계정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의사나 간호사 혹은 기타 예방 접종
제공자에게 이야기 해 보세요.
방문 사이트: health.gov.au/immunis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