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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3 유/소아의 건강・의료

１． 아이들을 위한 의료

일본소아의료의 수준은 매우 높으며 유아사망율도 세계최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

니다． 전문병원도 있으나 우선 먼저 근처에 있는 소아과를 찾아 가면 됩니다．

２． 예방접종
유/소아의 예방접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접종의 시기，장소 등은 시정촌에 따라 별

도로 결정됩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무료로 접종되며 접종기록이 모자건강수첩

에 기재됩니다．상세한 내용은 시정촌의 건강（보건）센터 등으로 문의해 주십시오．（부

록Ⅸ-3）

표 예방접종리스트

예방접종명 대상연령

３종혼합（디프테리아，백일해，

파상풍）＋폴리오

생후3～90개월미만

２종혼합（디프테리아，파상풍） 11세 이상 13세미만

ＢＣＧ 1세 미만

ＭＲ2종혼합（홍역・풍진） 생후12～24개월 미만（１기）

5～7세미만이면서 초등학교 입학전１년간（2기）

일본뇌염 생후6～90개월미만（１기）

9～13세미만 （２기）

소아용 폐렴구균 첫 회 접종 개시가 생후 2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인 경우

4회 접종

첫 회 접종 개시가 생후 7개월 이상 1 세 미만인 경우

3회 접종

첫 회 접종개시가 1 세 이상 2 세 미만인 경우

2회 접종

첫 회 접종개시가 2 세 이상 5 세 미만인 경우

1회 접종

인플루엔자균B형(히브) 첫 회 접종개시가 생후 2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인 경우

4회 접종

첫 회 접종개시가 생후 7개월 이상 1 세 미만인 경우

3회 접종

첫 회 접종개시가 1 세 이상 5 세 미만인 경우

1회 접종

사람파필로마바이러스 12 세가 되는 연도 첫날부터 16 세가 되는 연도 말일

수두 1 세 이상 3 세 미만

B형 간염 생후 1 세 미만

※ １ 실제로 접종시기는 시정촌에 따라 다릅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자수첩을 참조하

거나 시정촌립건강（보건）센터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부록Ⅸ-3 ）

※ ２ 기타 예방접종（인플루엔자，볼거리 등）은 유료이므로 관련 의료기관과 잘 상담

하여 접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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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건강진단
각 시정촌에서는 무료건강진단을 행하고 있습니다． 시기나 접수는 시정촌에 따라 다

르므로 상세한 내용은 시구정촌의 보건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는 각 시정촌이

우편으로 송부핮니다．

４．유/소아의 의료비
１）유/소아의료비조성

아이의 의료비는 아이의 보호자의 건강보험으로 처리됩니다．보통 발생한 비용의 2

할이 자기부담이 됩니다.

시정촌에 따라서는 유/소아의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곳도 있으므로 상세

한 내용은 시정촌아동복지담당창구와 보건위생，국민건강보험창구 등으로 문의해 주십

시오． （부록Ⅸ-1）

２）기타 조성

미숙아，신체장애아，특정의 만성병 등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공비로 부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소（부록Ⅸ-2）혹은 복지사무소（부록Ⅸ-1）로 문의해 주

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