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가입 38개국 중 24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 도입 (전세계 114개국 도입)

로타바이러스 백신(로타릭스, 로타텍) 모두 대규모 임상 시험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밝혀짐 (자료 출처: WHO, CDC)

우리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내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영아기 로타백신 접종을 꼭 챙겨주세요!

완전접종(필요한 접종횟수 완료) 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발생률 3배 감소 (자료 출처: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과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의 연관성 연구, 2022)

예방접종 시 로타바이러스 질환으로 인한 입원으로부터 90% 이상 보호 (자료 출처: CDC,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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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쉽게 퍼질 수 있고,

감염되면 심한 설사, 구토, 발열 등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예방접종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구토 발열 탈수 설사

효과성

안전성

사업안내

사업대상 : 생후 2개월~6개월 영아 지원백신 : 로타릭스2회, 로타텍3회

접종방법 : 경구투여 접종기관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주의사항 : ① 생후 15주가 되기 전 첫 번째 접종 완료

                  ② 생후 8개월이 되기 전 모든 접종 완료
※ 자세한 사항은 예진의사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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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예방접종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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