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곧 7학년에 진급하는 학생의 부모님께,

버지니아주 보건 국장 직무 대리이자 학부모인 저는 자녀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님들이 매일 내리는 많은 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 백신은 대부분의 
자궁경부암을 포함한 6가지 유형의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이 백신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진단 절차의 필요성을 줄이면서 한 세대에 걸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여성 암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보건부(Virginia Department of Health), 미국 가정의학회(AAFP) 및 미국 
소아과학회(AAP)에서는 11세 또는 12세 어린이에게 이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 나이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HPV 감염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HPV 포스터를 
동봉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저희 웹사이트(www.vdh.virginia.gov/
immunization/requirements/)를 참조하세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매년 건강 검진을 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PV,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수막구균 백신 접종은 버지니아주 학교에서 11~12세 사이, 즉 7학년에 
올라가기 전의 학생에게 필요합니다.

귀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자녀의 HPV 백신 접종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예방 접종 기록을 학교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버지니아 보건부의 청소년 예방접종 코디네이터인 Janaye Oliver에게 
(804) 864-8073번으로 전화하시거나 Janaye.Oliver@vdh.virginia.gov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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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으로 HPV 관련 암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세요. 인간유두종바이러스
(HPV)는 쉽게 확산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염 여부를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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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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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을 대비해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HPV 백신은 자녀의 미래를 보호합니다. 백신은...  

암 예방에 대해 자녀의 의료 제공자와 지금 상담하세요! 
www.vdh.virginia.gov/immunization/requirements/ www.cdc.gov/HPV  

여아와 남아 모두 예방접종으로 HPV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3세까지의 남아와 여아는 백신 시리즈를 완료해야 합니다.

청소년 대상 기타 정기 예방접종과 함께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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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적절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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