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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s immunisation important?
Immunisation is a safe and effective way of 
protecting you and your community against 
serious diseases, such as whooping cough 
and measles, which can cause disability and 
even death. When a large majority of children, 
teenagers and adults are vaccinated, it is more 
difficult for these diseases to spread in the 
community.

예방접종이 왜 중요합니까? 
예방접종은 장애나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백일해, 
홍역 등과 같은 심각한 질병들로부터 여러분과 
지역사회를 보호해주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어린이, 10대 청소년 및 성인들이 백신접종을 
하게되면 위와 같은 질병들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 Vaccination means getting a vaccine. 
It makes your body immune to some 
diseases. Vaccination is also known as 
immunisation. 

• Immunisation is a safe and effective way of 
protecting you against serious diseases.

• All vaccines used in Australia are safe.
• Missing or delaying vaccinations puts 

your child and those around you at risk of 
getting serious diseases.

• The protection through immunisations 
does not always last a lifetime, extra 
vaccinations are needed for children, 
teenagers and adults throughout their life.

• If you or your children have no 
immunisation records, your doctor can plan 
a schedule of vaccinations to get you and 
your children up-to-date (‘catch-up’).

• Childhood vaccines are free.

• 백신접종은 백신을 맞는다는 뜻입니다. 백신은 
여러분의 몸이 일부 질병에 대해 면역성을 가지게 
해줍니다. 백신접종은 예방접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예방접종은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호주에서 사용되는 모든 백신들은 안전합니다. 
• 백신접종을 받지 않거나 접종이 지연되면 
여러분의 자녀와 주위 사람들은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 예방접종을 통한 보호 효과는 항상 평생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 10대 청소년 및 
성인들은 사는 동안 추가 백신접종이 필요합니다. 

•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주치의가 누락된 백신을 
보충해주는 백신접종 일정을 주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아동기에 필요한 백신들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Key facts 주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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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only babies and children need to be 
vaccinated against common childhood diseases 
– parents, grandparents and carers do too. They 
could pass on a serious disease to their child if 
they are not up-to-date with their immunisations. 
Even if they were fully vaccinated when they were 
a child, those immunisations often will not last 
for their whole life.

유아 및 어린이들뿐 아니라 부모, 조부모 및 보호자들도 
흔한 아동질병들에 대한 백신접종을 해야 합니다. 이 
분들이 예방접종을 누락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심각한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렸을 때 모든 
백신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 그 효과는 평생 
지속되지 않습니다.

It is also important for pregnant women or those 
planning pregnancy to check their immunisations  
are up-to-date. Influenza and whooping cough 
vaccinations are recommended and free for 
pregnant women.

If you travel outside Australia (including to your 
country of birth), you might need vaccinations 
to protect you from getting sick. Your doctor 
(also called general practitioner or GP) can tell 
you what vaccinations are needed before your 
travel. This will depend on when and where you 
are going, your age, whether you are pregnant or 
planning a pregnancy, other medical conditions 
and your vaccination history. 

Speak to your doctor about your vaccinations 
to help protect you, your family and your 
community.

Why is immunisation for children so 
important? 
Young children and particularly babies are at risk 
of serious and life-threatening diseases such as 
whooping cough. This is because their immune 
system (their bodies’ defence mechanism) is 
not yet fully developed. For the best protection, 
children need to receive every vaccine on time 
as outlined in the Queensland immunisation 
schedule. Being fully up-to-date with 
immunisations keeps not only your children, but 
also your family members and your community 
protected. 

Immunisation schedule for Queensland
The immunisation schedule outlines which free 
vaccines are given at what age from birth to 
adulthood. The schedule is available at  
www.vaccinate.initiatives.qld.gov.au/schedule. 

A schedule of vaccinations to catch-up
If you and your children have missed 
vaccinations, catching up as soon as possible 
is important. Your doctor can plan a schedule of 
vaccinations to get you and your children up-to-
date (‘catch-up’). 

임산부 또는 임신을 계획중인 사람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감 및 백일해 백신은 임산부에게 
권장되며 무료로 제공됩니다. 

호주 밖으로 여행을 갈 경우 (출생국가 포함), 여러분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백신접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주치의  
(일반의 또는 GP)는 여러분에게 어떤 백신접종이 
필요한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일시, 장소, 
여러분의 나이, 임신 여부 및 임신 계획 여부, 기타 질병 
및 과거 백신접종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및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백신접종에 대해 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 

어린이들에게 왜 예방접종이 중요한가요? 
어린이들, 특히 유아들은 백일해와 같이 생명에 위협을 
주는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유아들의 면역체계 (몸의 방어체계)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보호책은 
어린이들이 퀸즐랜드주 예방접종 일정에 명시된 
일정에 맞추어 모든 백신을 접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물론, 
여러분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퀸즐랜드주 예방접종 일정 
예방접종 일정은 출생부터 성인기까지 어느 나이에 
어떤 백신들이 무료로 제공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은 www.vaccinate.initiatives.qld.gov.au/
schedule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락된 백신 추가접종 일정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예방접종을 누락한 경우, 
누락된 접종을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치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누락된 백신을 
추가로 접종 (‘누락백신 접종’) 할 수 있는 일정을 
주선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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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and your children might need to get many 
vaccinations over a number of weeks or months 
to complete the recommended schedule and to 
be fully protected.

There are laws in Australia about vaccination, 
Centrelink payments and attendance at child 
care services. In Australia, children must be 
up-to-date with their immunisations for parents 
to receive Centrelink payments. Check with 
your child care service or kindergarten about 
immunisation requirements for your children.   

Are vaccines safe?
All vaccines available in Australia have been 
tested and are safe and effective. Like all 
medications, vaccines can cause some reactions. 
Common reactions to vaccines are generally mild 
and go away within a few days without medical 
treatment. Reactions include mild fever for a 
short time and soreness, redness or swelling 
where the needle was given. Major side effects 
are extremely rare. The risk to your health from 
getting the disease is far more serious than the 
risk from vaccine side effects.

Where to get vaccinated?
You can get vaccinated at your GP clinic. 
Some local government councils also provide 
immunisation clinics for children. Check your 
council’s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Children attending Year 7 or Year 10 at secondary 
schools in Queensland can also get free 
vaccinations at school. 

How much do vaccinations cost?
Childhood vaccines are free. Some extra vaccines 
for children, teenagers, pregnant women, people 
with some medical risk factors and the elderly 
are also free. 

Check with your doctor if you are eligible for free 
vaccines. While some vaccines are free, some 
doctors might charge a fee for the vaccination.

백신접종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여 완전히 
보호되려면 여러분 및 여러분의 자녀는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수차례 백신접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에는 백신접종, 센터링크 수당 및 보육서비스 
기관 이용과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자녀가 모든 예방접종을 해야 부모가 센터링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예방접종 요건에 대하여 
자녀가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기관 또는 유치원과 
상담하십시오.  

백신은 안전한가요?
호주에서 사용되는 모든 백신들은 검사를 통과하였으며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모든 의약품들처럼, 백신도 
약간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흔한 
반응들은 대체로 경미하며 치료할 필요 없이 며칠안에 
사라집니다. 백신 반응은 짧게 지속되는 미열 및 
통증, 주사 맞은 부위가 붉어지거나 붓는 증상 등을 
포함합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질병이 여러분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이 
백신의 부작용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백신접종은 어디에서 받나요?
예방접종은 여러분의 주치의 진료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 카운슬도 어린이들을 위한 
예방접종 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러분의 지역 카운슬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퀸즐랜드주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7학년 또는 10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도 학교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백신접종 비용은 얼마인가요?

아동기 백신접종은 무료입니다. 어린이, 10대 청소년, 
임산부, 의학적 위험요인 보유자 및 노년층을 위한 일부 
추가 백신들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여러분이 무료로 백신접종을 할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주치의에게 문의하십시오. 일부 백신은 무료로 
제공되지만 백신접종시 비용을 부과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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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access immunisation records?
All vaccinations given to people in Australia are 
recorded on the Australian Immunisation Register 
(AIR) by the doctor giving the vaccination. 
To get a copy of your own and your child’s 
immunisation record (if they are under the age of 
14) you can:
• ask your doctor to print a copy from AIR for you 
• call AIR on 1800 653 809
• visit a local Medicare service centre
• go to the myGov website https://my.gov.au to 

create an account and link it to Medicare. 
 
 
 
 
 
 
 
 
 
 

The record is called an immunisation history 
statement. Your child’s vaccination may also be 
recorded in your child’s Personal Health Record 
booklet (‘red book’) if you have one.

Make sure you bring all your immunisation  
records, including those from overseas, to your 
medical appointments. The doctor or nurse can 
use these records to decide which vaccinations 
you need, and to record vaccinations you had 
overseas on the Australian Immunisation 
Register. This will help keep your immunisation 
records up-to-date.

More information
• Call 13 HEALTH (13 43 25 84) for health advic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 Call the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IS National) on 131 450 if 
you need an interpreter.

• For more information about 
immunisation, visit  
www.qld.gov.au/health/conditions/
immunisation  or  
www.health.gov.au/health-topics/
immunisation

• For information in other languages, visit  
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
information-in-your-language  or  
www.healthtranslations.vic.gov.au

예방접종기록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호주내에서 한 모든 백신접종은 접종을 실시한 의사가 
Australian Immunisation Register (AIR)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는 자녀의 예방접종기록 사본을 받으시려면 (
자녀가 14세 미만인 경우):
• 주치의에게 AIR 에 있는 기록의 사본을 인쇄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1800 653 809 번으로 AIR에 전화하십시오. 
• 지역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 myGov 웹사이트 https://my.gov.au에 접속하셔서 
계정을 만드신 후 메디케어와 연결하십시오.  
 
 
 
 
 
 
 
 
 

이 기록은 예방접종내역서라고 부릅니다. 자녀의 
백신접종내역도 자녀의 개인용 건강기록책자(‘빨간 책”)
가 있는 경우 그 곳에 기록됩니다. 

의사와 상담시, 해외 예방접종 기록을 포함하는 
여러분의 모든 예방접종기록을 지참하십시오. 의사나 
간호사는 이 기록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백신접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해외에서 한 백신접종내역을 Australian Immunisation 
Register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예방접종기록은 최근 정보를 포함하게 됩니다.  

추가 정보
• 주 7일 24시간, 13 HEALTH (13 43 25 84) 번으로 
전화하셔서 건강 관련 조언을 받으십시오. 

• 통역사가 필요하시면, 131 450 번으로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IS 
National)에 전화하십시오.  

• 예방접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www.qld.gov.au/health/conditions/
immunisation  또는  
www.health.gov.au/health-topics/immunisation 
를 참조하십시오.

• 다른 언어로 번역된 정보를 원하시면  
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information-
in-your-language  또는  
www.healthtranslations.vic.gov.au 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