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역 

홍역은 극심한 전염성 질병입니다. 감염자가 숨을 내쉬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홍역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기침, 열, 콧물 및 안구 충혈을 

비롯하여 얼굴, 목, 팔다리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홍역은 이제 예방접종으로 인해 캐나다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질병이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여전히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며, 캐나다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역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다른 사람의 

감염까지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정기 예방접종의 일환으로 홍역, 볼거리 및 

풍진(MMR) 백신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현지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접종을 예약하십시오. 

홍역이 흔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여행을 갈 경우, 여행 건강 클리닉을 통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처의 여행 건강 클리닉을 찾아보려면 HealthLink BC Directory를 

방문하십시오. 

 

홍역 및 백신 접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8-1-1에 전화하십시오. 

홍역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 

사람들이 홍역에 관해 많이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십시오. 이 페이지에서는 

전염 방식, 증상 발현 시기, 증상의 유형을 소개하고 예방접종부터 음식물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 홍역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주요 항목 

홍역 

홍역의 전염 방식과 증상을 알아보고, 홍역 감염이 의심될 때 취해야 할 조치와 타인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홍역(HealthLinkBC File #14b) 

 홍역(Rubeola) 

 홍역 발진 

https://www.healthlinkbc.ca/services-and-resources/find-services
https://www.healthlinkbc.ca/measles-faq
https://www.healthlinkbc.ca/hlbc/files/documents/healthfiles/hfile14b-k.pdf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hw198187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zm2622


홍역 백신 

홍역 예방 백신은 자녀의 정기 예방접종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예방접종 

시기와 예방접종의 장점 등을 안내합니다. 

 홍역, 볼거리, 풍진(MMR) 백신(HealthLinkBC File #14a) 

 홍역, 볼거리, 풍진 및 수두(MMRV) 백신(HealthLinkBC File #14e)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본인과 가족 구성원이 극심한 증상을 동반하고 죽음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다른 사람의 감염까지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안내페이지에서 BC 주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더 나은 예방 접종 경험(HealthLinkBC File #50e) 

 BC 주 예방접종 일정 

 아동 예방접종은 안전합니다(HealthLinkBC File #50c) 

 자녀 예방접종의 이로움(HealthLinkBC File #50b) 

 여러분 아기의 면역 체계와 예방접종(HealthLinkBC File #50a) 

여행지 보건 

여행 계획 시 예방접종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예방접종 안내페이지에서 BC 주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외 국가로 여행 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행자를 위한 보건 조언(HealthLinkBC File #41a) 

 여행지 보건 

 성인에 대한 여행 예방접종(HealthLinkBC File #41c) 

 자녀 동반 여행(HealthLinkBC File #41d) 

 여행지 질병 정보(Travel Health Notices) 

 

지역 보건당국 

일부 보건당국에서 홍역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퍼스트네이션 보건국(First Nations Health Authority): 홍역 

https://www.healthlinkbc.ca/hlbc/files/documents/healthfiles/hfile14a-k.pdf
https://www.healthlinkbc.ca/hlbc/files/documents/healthfiles/hfile14e-k.pdf
https://www.healthlinkbc.ca/health-feature/immunizations
https://www.healthlinkbc.ca/hlbc/files/documents/healthfiles/hfile50e-k.pdf
https://www.healthlinkbc.ca/tools-videos/bc-immunization-schedules
https://www.healthlinkbc.ca/hlbc/files/documents/healthfiles/hfile50c-k.pdf
https://www.healthlinkbc.ca/hlbc/files/documents/healthfiles/hfile50b-k.pdf
https://www.healthlinkbc.ca/hlbc/files/documents/healthfiles/hfile50a-k.pdf
https://www.healthlinkbc.ca/health-feature/immunizations
https://www.healthlinkbc.ca/hlbc/files/documents/healthfiles/hfile41a-k.pdf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te7636
https://www.healthlinkbc.ca/hlbc/files/documents/healthfiles/hfile41c-k.pdf
https://www.healthlinkbc.ca/hlbc/files/documents/healthfiles/hfile41d-k.pdf
https://travel.gc.ca/travelling/health-safety/travel-health-notices
http://www.fnha.ca/what-we-do/communicable-disease-control/measles


 프레이져 보건부(Fraser Health) 

o 홍역 

o 의료기관에 홍역 알림 – 밴쿠버 해안보건부(Vancouver Coastal Health) 홍역 

발생 알림 

 내륙 보건부(Interior Health): 홍역 예방접종이 최신인지 확인하십시오 

 밴쿠버 섬 보건부(Island Health): 홍역 백신 

 밴쿠버 해안보건부(Vancouver Coastal Health) 

o 홍역 

o VCH 홍역 

 

지역 보건당국, 커뮤니티 보건소, 가정 1차진료, 개인 병원, 여행 건강 클리닉 및 약국(5세 

이상)을 통해 홍역 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ImmunizeBC에서 가까운 보건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행과 관련된 백신을 받으려면 여행 

건강 클리닉에 문의하십시오.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여 백신 재고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참고 사이트 

BC 질병관리본부(BCCDC) 

BC 질병관리본부(BCCDC)는 주정부 보건당국(Provincial Health Services Authority) 

산하기관입니다. BC 질병관리본부는 감시, 발견, 예방 및 상담을 통해 주와 국가의 보건을 

책임집니다. 또한 공공보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을 위한 진찰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홍역과 홍역 백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홍역 

 BC 주민들을 위한 홍역 정보 

 홍역 백신 

 

Immunize BC 

Immunize BC는 BC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개인, 가족 및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한 감염을 최소화합니다. 

https://www.fraserhealth.ca/health-topics-a-to-z/immunizations/diseases-and-immunizations/measles#.XGxC8aJKhhE
https://www.fraserhealth.ca/employees/medical-health-officer-updates/measles-alert-to-health-care-providers-vancouver-coastal-health-measles-outbreak#.XH15fIcUd9A
https://www.interiorhealth.ca/AboutUs/MediaCentre/NewsReleases/Documents/Make%20Sure%20Measles%20Immunizations%20are%20Up%20To%20Date.pdf
https://www.islandhealth.ca/health-alerts/health-alerts/measles-cases-vancouver-bc-washington-state
http://www.vch.ca/public-health/health-topics-a-z/topics/measles
http://www.vch.ca/about-us/news/news-releases/two-new-measles-cases-more-possible-public-exposures-confirmed
https://immunizebc.ca/finder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travel-health/yellow-fever/vaccination-centres-canada-british-columbia.html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travel-health/yellow-fever/vaccination-centres-canada-british-columbia.html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measles
http://www.bccdc.ca/about/news-stories/stories/measles-information-for-british-columbians
http://www.bccdc.ca/health-professionals/clinical-resources/vaccines-in-bc


더 많은 HealthLinkBC File 주제를 찾아보려면 웹사이트 www.HealthLinkBC.ca/healthfiles 또는 

관내 보건소를 방문하십시오. BC 주 내에서 비응급 보건 정보 및 조언을 찾아보려면 웹사이트 

www.HealthLinkBC.ca를 방문하거나 8-1-1(무료 전화)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장애 관련 지원을 

받으려면 7-1-1로 전화하십시오. 요청에 따라 130여 개 언어로의 번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예방접종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널리 사용되는 백신과 접종 대상 및 

예방접종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안내합니다. 

 Immunize BC 

 

캐나다 공중보건국(PHAC) 

캐나다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은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만성 

질환, 부상 및 전염성 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고, 긴급한 공공보건 사안에 대비하고 

대처합니다. 홍역의 전염 방식 및 예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홍역 

 

 

최근 업데이트: 2019년 2월 25일 

 

https://www.healthlinkbc.ca/healthfiles
https://www.healthlinkbc.ca/
https://immunizebc.ca/measles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measle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