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역은 중증의 증상을 동반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며, COVID-19(코로나19) 
보다 전염성도 훨씬 높습니다.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은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홍역이 퍼지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홍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예방 접종은 
간단하며 무료입니다
만약 보건의료 전문가가 무료 홍역 예방 접종을 권한다면 
접종받겠다고 말하세요. 

담당 일반의(GP)에게 홍역 예방 접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종은 무료입니다. 

16세 이상이면 일부 약국에서도 무료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약국에서 홍역·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 예방 접종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세요. 
제공하는 경우, 예약할 필요 없이 그냥 가셔서 
접종받으시면 됩니다. 약사가 약국 내 별도의 장소로 
안내하여 접종해드릴 것입니다.

홍역 예방 접종은 MMR이라고 불리며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이미 홍역 예방 접종을 받았는지 잘 
모르시겠나요?
현재 15~30세 사이의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완전한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홍역에 감염되어 전파자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렸을 때 MMR 백신을 두 번 
접종했는지 부모님, 보호자 또는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접종 여부를 모르겠다면,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MMR 백신은 추가로 
접종받아도 안전합니다.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 홍역에 걸리면 통증이 매우 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폐렴, 발작, 뇌부종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지거나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 본인이 홍역에 걸리면 주변인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너무 어리거나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때문에 아예 MMR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주변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즉, 예방 
접종을 받는다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홍역 감염 
가능성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갖습니다.

• 임신 중에 홍역에 걸리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태아가 저체중이 될 수 있고, 조기 진통이 올 수도 
있으므로, 태어날 아기의 건강에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에는 MMR 백신을 접종받을 수 없습니다. 

• 직장인은 소득이 감소하고 아이들은 학습에 지장을 
받거나 마음껏 뛰놀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MMR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로 홍역에 걸린 
사람과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면, 최대 2주 동안 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홍역에 걸리지 않았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5~30세 사이신가요? 
그렇다면, 홍역 예방 접종을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ealth.govt.nz/your-health/healthy-living/immunisation/are-your-immunisations-date
http://www.hpa.org.nz
http://www.health.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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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래 홍역 감염 확산 사태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2019년 뉴질랜드에서는 2,000명 이상이 홍역에 
걸렸으며, 이 가운데 70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마오리족과 태평양 섬 주민이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집단적인 면역(집단 면역) 효과를 통해 
감염병 유행을 막아내려면 특정 사회의 백신 접종률이 
9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항공 여행이 빈번한 오늘날, 홍역은 쉽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홍역은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흔히 유행하는 질병이며, 
자신도 모르게 감염된 사람들이 뉴질랜드로 입국할 경우, 
홍역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에도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MMR 예방 접종은 체내에서 홍역과 싸우는 항체를 
생성함으로써 면역력을 갖게 합니다
MMR 백신은 팔 윗부분에 주사로 접종하게 되며.

MMR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홍역 바이러스에 다시 접촉하게 
되면 인체의 면역 체계는 홍역 바이러스와 싸우게 됩니다. 

즉 예방 접종을 하면,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홍역에 걸리거나 
홍역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백신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나요?
MMR 백신에는 아주 적은 양의 약화된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바이러스가 들어 있으며, 인체에 
투입되면 면역체계를 자극하여 해당 세균과 싸울 
항체를 만듭니다. 

백신에는 안정성을 위해 몇 가지 다른 성분이 포함되지만, 
극히 소량이 포함될 뿐이며, 해당 성분은 일반적인 
식음료에도 사용됩니다.

MMR 백신은 높은 안전성을 입증받은 백신으로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1990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MMR 백신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1차 접종 시 95%, 2차 접종 
시 99% 이상의 홍역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완전 접종을 받아도 홍역에 걸릴 
수 있으나, 보통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종자 10명 중 1명 미만이 접종 후 5~12일 사이에 미열, 
발진 또는 림프절 종창과 같은 가벼운 이상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밖에 나타날 수 있는 미약한 증상(보통 접종 후 1~2일 이내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통
• 미열(열이 오르는 느낌)
• 메스꺼움(통증)
• 기절 또는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를 방지하기 위해 접종에 

앞서 식사 권장)
• 전반적으로 저조한 컨디션.

MMR 백신 부작용을 겪을 확률은 극히 낮으며, 부작용이 
있을 경우 이는 접종 후 20분 내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접종을 마치고 20분 동안은 가만히 있으시라는 
요청을 받으시게 됩니다. 만약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면, 백신을 접종해준 의료보건 인력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의, 간호사 또는 약사가 가능성 있는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설명해줄 것입니다. 

드물게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과거 백신에 심각한 부작용을 보인 적이 있거나, 현재 암 
또는 기타 중병으로 치료받고 있거나, 작년에 수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보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에는 MMR 백신을 접종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홍역과 풍진 예방 접종만 
실시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홍역과 풍진 백신만 
맞았다면, 뉴질랜드에서 제공되는 무료 MMR 
백신을 접종하여 유행성이하선염으로부터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릴 경우, 귀밑 이하선(침샘) 
부위가 붓게 되며, 10명 중 1명꼴로 뇌수막염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찾으시나요?
ProtectAgainstMeasles.org.nz 사이트를  
방문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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