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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예방접종 미완료자 접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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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곡길 21번길 28 ☎교무실 : 799-4700

☎교육행정실 : 799-4706

FAX : 799-4709

자녀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학교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하여 2020~2022년도 중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생활을 하는 자녀
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미완료 예방접종을 확인 후 접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내역 확인방법
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 회원가입하고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1)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 예방접종 관리] → [아이정보 등록]
2)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 예방접종 관리] →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② 확인 사업 대상 예방접종: 만 11세~12세 예방접종 3종[① Tdap(또는 Td) 6차, ②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③ HPV (여학생만 대상)]
③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학생의 경우, 증빙자료(예방접종 확인서 등)를 제출해주시면, 확인 후
건강기록부 입력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치사항
①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참고>
∘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9. 1. 1. 이후 출생자)는 2022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무료
∘ HPV 예방접종은 국가지원확대로 만 12세~17세 여성 청소년 무료
②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접종받은 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③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④ 외국에서 접종한 후 귀국한 경우
→ 외국에서 접종한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기관의 직인 또는 의사의 확인이 된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아(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⑤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
→ 접종(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금기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2022. 6. 14.

초 월 중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