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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자녀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유행 전 면역획득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일정 및 위탁의료기관 목록을 안내하오니 접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다운로드 방법: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 예방접종관리→ 관련자료 다운로드→

 “소아청소년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 다운로드

2022. 9. 14

부 천 덕 산 초 등 학 교 장

지원대상 13세 이하 어린이 (2009.1.1.~2022.8.31. 출생자)

비용
무료

(예약 후 위탁 의료기관 및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접종기간 2022. 10. 5(수요일) ~2023. 4. 30(일요일)

접종기관

지정된 위탁 의료기관 참고

※ 방문 전 백신보유 현황 확인 필수, 추후 변경되는 위탁의료기관 목록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에서 확인 가능

기타 안내사항

※ 참고: 보호자 동행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보호자(부모, 법정대리인 등) 동행

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보호자가 작성한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를 소

지하여 병원 방문

※ 문의전화: 부천시 보건소, 소사 오정보건소/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백신 금기 및 

주의사항 

-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후 6주 이내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 연기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 건강상태 좋은 날 평소 다니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사전 예약 후 접종

- 접종 당일 충분히 쉬고 접종 후 2-3 일간 몸 상태 주의 깊게 관찰

- 접종 후 고열,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받기

- 접종 후 평소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경우 의사의 진료받기



□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현황 

   ( 2022년 9월 13일 부천시 현재 )

  ※ 아래의 의료기관은 본교 학생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병의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추가되는 위탁 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백신 보유 현황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콜센터(☎ 320-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m 오정지역

번호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1 김승주소아청소년과의원 032-675-0307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791, (원종동) 

2 남일송내과의원 032-683-0320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808번길 6, (원종동) 부원빌딩 2층

3 내동서울가정의학과의원 032-679-7081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 205-6, (내동, 2층 일부) 2층

4 다솜가정의원 032-682-9400 경기도 부천시 역곡로490번길 108, (고강동) 

5 무지개소아청소년과의원 032-682-5520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407, (삼정동) 2층

6 베스트가정의학과의원 032-677-7582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706, (원종동) 2층

7 봄봄소아청소년과의원 032-677-7522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680, (작동) 3층 일부호

8 부천우리병원 032-672-4100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726, (원종동) 지하4층~지상5층

9 부천중앙병원 032-681-2333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797, (원종동, 지하1일부,1,2,3,4층) 

10 부천코엔이비인후과의원 032-677-5075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754, (원종동) 2층일부, 3층일부

11 삼성내과의원 032-675-9177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 7, (원종동, 충남상가) 2층

12 삼성연합의원 032-683-1008 경기도 부천시 고강로72번길 49, (고강동) 

13 삼성우리이비인후과의원부천점 032-684-8222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406, (삼정동, 서경빌딩) 2층

14 삼성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 032-678-1781 경기도 부천시 여월로 60, (여월동) 201호,  삼성키즈 소아청소년과의원

15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032-679-1675 경기도 부천시 역곡로 482, (고강동) 5층 일부, 유하메디빌딩

16 서울의원 032-678-2323 경기도 부천시 고리울로52번길 14, (고강동) 

17 성모내과의원 032-683-1606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119번길 90, (고강동) 

18 성상민소아청소년과의원 032-679-7297 경기도 부천시 역곡로 478, (고강동) 

19 아이튼튼소아과의원 032-672-8119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754, (원종동) 2층

20 오정정형외과의원 032-682-4119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252, (오정동) 우암빌딩 1층

21 우리사랑이비인후과의원 032-675-7244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709, (원종동, 그린메디칼 프라자) 202호

22 원종365의원 032-683-6646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802-1, (원종동) 성운빌딩 201호

23 이소아과의원 032-673-2326 경기도 부천시 성지로101번길 38, (원종동, 금홍빌딩) 205호

24 이용준내과의원 032-671-8261 경기도 부천시 역곡로 480, (고강동) 

25 전내과의원 032-674-0291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709, (원종동) 그린메디칼프라자 3층 303호

26 정내과의원 032-673-7582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410, (삼정동) 

27 정명균이비인후과의원 032-673-3837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 47, (원종동) 

28 정수암소아과의원 032-672-7796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750, (원종동) 

29 주신내과의원 032-673-7583 경기도 부천시 고리울로52번길 29, (주상복합)빌딩) 201호 (고강동, DH)

30 지앤의원 032-679-8412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220번길 35, (오정동) 

31 코코이비인후과의원 032-676-7585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249, (오정동, 오정프라자) 405호

32 태소아과의원 032-682-6072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250, (오정동) 

33 프라임연세의원 032-678-6265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 485, (작동, 남정빌딩) 2층

34 한명길소아과의원 032-684-8900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709, (원종동, 그린메디칼프라자) 402호일부, 
403호

35 한사랑가정의원 032-676-6548 경기도 부천시 지양로158번길 5, (고강동) 

http://nip.cd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