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G 백신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결핵 예방 접종 자격

BCG 예방 접종 약속

BCG 접종 자격 한도가 다섯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료입니까?

뉴질랜드에서는 5 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만

BCG 예방접종과 클리닉 예약은 오클랜드

BCG 백신 접종자격이 있습니다. 결핵으로

지역에 살면서 자격이 있는 모든 어린이들은

인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고,

무료입니다. 결핵 반응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

이 백신은 5 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가장

테스트도 무료입니다.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BCG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백신을 개인적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까?

시기는 언제입니까?

뉴질랜드에서는 결핵 백신을 개인적으로

귀하의 아기는 생후부터 6 개월 사이에 백신을

예약할 수 없습니다. 백신은 공중 보건

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 세까지 백신

서비스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아기가
6 개월 이상이라면, 결핵에 노출되었는지 보기

우리는 결핵이 흔한 나라로 3 개월도 안 되는

위해 결핵반응 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휴가를 떠납니다. 아이가 예방접종을 받을 수

무료이지만 BCG 예방접종을 받기 전

있나요?

72 시간(3 일) 이내에 결핵반응검사를 해야

자녀가 해당 국가에 3 개월 미만으로 체류할

합니다.

경우에는 백신 접종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이유로도 해당될 수 있음). 해외에 계시는 동안
귀하의 5 세 이하 자녀들은 아프거나
기침을하거나 열이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BCG 클리닉은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클리닉은 현재 Mount Wellington Covid
Vaccination Centre 와 Greenlane clinical
centre 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예방접종팀을 확충하는 즉시 더 많은 장소를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은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약이

아이의 예방 접종 날짜도 피부 반응 테스트인

되어 있는 경우에만 진료소에 오시기

결핵 반응 검사 클리닉 이용 가능 여부와

바랍니다.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귀하께서 아이들을
두 개의 별도 약속에 데려가야 할 수도 있음을

클리닉이 과거에 있었던 진료/장소에서 더 이상

의미합니다.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COVID-19 로부터 안전한 방법으로 예방

우리 아이가 BCG 예방 접종 전에 Mantoux skin test

접종을 하는 것이 저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결핵 반응검사) 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를 달성하려면 어린이와 보호자가 클리닉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생후 6 개월 이상의 일부 어린이만 예방 접종
전에 결핵 반응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결핵에 노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가 6 개월 이상인 경우, 약속을 잡을 때

COVID-19 발생 시에도, 어린이 결핵 예방

Mantoux skin test (결핵 반응 검사)가

접종을 계속할 수 있도록, COVID-19 예방 접종

필요한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센터와 공간을 공유합니다.
제게는 둘 다 BCG 백신이 필요한 6 개월 미만
그리고 5 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는 6 개월 미만의 아기와 큰 아이가 같은
진료소에서 백신 접종을 받도록 일정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항상
어린 아기가 생후 6 개월이 되기 전에 BCG
백신을 접종하도록 노력할 것이므로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생후 6 개월 이상의 아이는 백신
맞기전에 피부 반응테스트인 결핵 반응검사가

제 아이는 이미 의학적 질환/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BCG 백신을 맞아도 괜찮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백신은 접종할 수 있지만,
클리닉을 방문할때 아기 및 친모의 기존
상태에 대해 간호사에게 알려 주십시오.

 만약 당신의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그들은 적어도 임신
기간 (태아가 엄마 자궁안에 있는
기간)이 34 주가 지나서 태어난
신생아라야 가능합니다.

 자녀의 친모가 HIV 에 걸린 경우, 또는,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었던 경우)

영유아에게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핵에 걸리면 큰 병에 걸릴 위험이

소아과 의사의 승인을 받거나 자녀가

가장 높기 때문에 생후 6 개월 미만의

특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예방

아기들

접종을 연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대기자 명단에 가장 오래 오른

이것이 귀하의 자녀와 관련이 있는지

영유아들

더 자세히 논의하려면 저희에게

- 거의 5 살이 다 되었고, 곧 더 이상

연락하십시오.

백신을 맞을 자격이 없는 아이들

 만약 아기가 암, HIV, 신장 질환, 당뇨병,
심각한 복합 면역 결핍 또는 면역

이전에 BCG 백신을 신청한 적이 있는

체계를 약화시키는 다른 질환에

경우에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걸렸거나, 현재 질병검사를 받고

없습니다. 예약 가능한 시간이 되면

있다면,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할 수도

연락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BCG 예방접종 클리닉이 최근 다시 문을
열었고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영유아들에게

저희 간호사들이 진료소에서 자녀와 가족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력을 확인하고 자녀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약속을 위해 1 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 왜 아무도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예약 전에 0800 367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24 로 BCG 서비스에 전화주십시오.

대기 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COVID-19 로 인해 운영이

BCG 약속의 현재 대기 시간

중단되었지만 최근에 클리닉을 다시

대기자 명단이 있나요?

열었습니다.

COVID-19 는 BCG 백신 프로그램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켰으며, 현재 대기자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다음과 같은

이제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더 많은 아기와 어린이에게 예방
접종을 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자녀분 예약이 잡히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제 아이는 지금 5 세가 넘었지만 백신을 신청했을

지금 귀하께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대기자

당시에는 5 세 미만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BCG

명단을 검토하는 동안 기다려 주셔서

예방 백신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귀하의 자녀는 이제 저위험군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백신 접종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기다리는동안 일부 어린이들이 이미
예방접종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로나 19 로 인한 차질로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게되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현재 6 개월 미만 (따라서 가장 위험에
처한)을 우선으로 대기자 명단을 검토하고

BCG 예방접종 예약 시

있습니다. 우리는 팀을 확장했으며 공평한

간호사가 아기에게 6 주에 접종하는 예방 접종과

방식으로 대기자 명단을 통해 작업을

결핵 백신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클리닉을 제공할수

우리는 결핵에 대한 BCG 예방 접종만 제공할

있을 것입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늦어도

수 있습니다.

2022 년 11 월까지 대기자 명단에 있는

아기의 6 주 예방 접종은 담당 가정의가

모두에게 BCG 백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예정대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많은 영유아들이 그 전에 백신을 맞을 수

필요할 수 있는 다른 예방 접종에 대해 자세히

있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해외 여행 중입니다 - 우선적으로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까?

알아보시려면 가정의와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아이는 최근에 다른 예방 접종을 맞았습니다.
BCG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해외 여행을 위한 약속을

귀하의 자녀가 4 주 전에 생균백신(예: MMR,

우선시할 수 없습니다.

수두 또는 황열병 백신)을 접종했다면 BCG

우리는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한 모두에게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기자 명단을 통해,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예약을 빨리 잡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 참조).

백신을 접종할 수 없습니다.
생균백신을 접종한 후 최소한 4 주 후에 BCG
예약을 하십시오. 여기에는 언제든지 접종할
수 있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약속 당일 귀하 또는 귀하의 아기가 몸이 좋지
않으면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또한 귀하

예약 후
우리 아기에게 예방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백신 접종에

또는 귀하의 자녀가 COVID-19 증상이 있거나,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COVID-19 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인 경우, 또는

백신을 맞은 지 약 1 주일에서 6 주 후에

가족 접촉자로 격리 중인 경우에도 집에 머물러

주사 맞은 곳에 작은 붉은 물집이

주십시오.

나타납니다. 이것은 몇 주 안에 나을

당일 가능한 한 빨리 0800 367 224 로 BCG

것입니다. 6 주에서 12 주 후에, 물집이

클리닉에 연락하십시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작으면서 진물이 나오는 상처가

오전 8 시부터 오후 4 시 30 분까지 이용하실수

될수있습니다. 이 경우 공기가 들어갈

있습니다.

수 있도록 거즈로 그부위를 덮으십시오

제 아이가 최근에 COVID-19 에 걸렸습니다 – 결핵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까?

자녀가 코로나 19 에서 회복된 경우 BCG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COVID-19 로 인해 여전히 격리 중인
경우 약속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최근에 수두나 홍역에 걸렸습니다.

(반창고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상처는 치유되는 데 최대 3 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종종 작은 흉터를
남깁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진료 예약 시 간호사가 백신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과 주의해야 할 특이 사항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예약 후 해야 할 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ealth Ed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BCG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수두나 홍역을 앓은 적이 있는 경우
BCG 예방 접종을 받기 전에 한 달을
기다리십시오.

예방 접종을 받은 후 얼마 후에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자녀는 백신 접종 후 첫 1-2 주 이내에 보호
항체 생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백신을 접종한 후 4 주가 지나면 보호됩니다.
BCG 는 결핵으로 인한 심각한 질병과 사망을
예방합니다.

자녀가 백신을 접종한 후 4 주가 끝나기 전에
결핵 발병률이 높은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아프거나 기침을 하거나 열로 몸이 좋지 않은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BCG 백신의 보호 효과는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이 백신의 보호 효과는 일반적으로 10~15 년
동안 지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