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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수신 여성가족부장관(학교밖청소년지원과)
(경유)
제목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안내
1. 귀 부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업무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 기존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에서 대상자를 확대하여 HPV 예방접종사업으로 만
13~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HPV 예방접
종을 지원합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2022년 기준)
구 분

HPV 예방접종 사업 (2022년 확대)

건강여성첫걸음 클리닉사업

▪ 만 13~17세 여성 청소년
지원대상

(2004.1.1.~2008.12.31. 출생자)

▪ 만 12세 여성 청소년
(2009.1.1.~2010.12.31. 출생자)

▪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1 )
(1995.1.1.~2003.12.31. 출생자)

지원내용

▪ HPV 예방접종 및 건강상담비용

▪ HPV 예방접종비용 (건강상담 미지원)

지원기간

▪ 1차 접종일로부터 24개월 하루전까지

▪ 지원대상 범위 내 출생자는 모두 지원2)

사업시기

▪ 2016년부터 지속

▪ 2022 . 3. 14. (월) 부터 시작

지원백신

▪ HPV 4가( 가다실) , HPV 2가(서바릭스)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기관

*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 t ps://n i p.kdca.go.kr)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검색
가능하며, 일부 보건소는 예방접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단 , 금년 마지막 지원연령 (1995년 및 2004년 출생) 대상은 금년 내 1차 접종을 완료해야 1차 접
종일로부터 12개월 하루 전까지 2차 (3차 ) 지원 가능
※ 예방접종 횟수는 첫접종 연령에 따라 다르며 , 자세한 내용은 접종기관에 문의

3. 이에,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자료를 공유드리니 관련기관 등에 배포되어
사업대상에게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뉴스, 공익영상 등 홍보자료는 4월 중 배포 예정

가. 홍보물 다운로드

○ 예방접종도우미(ht tps://n i p.kdca.go.kr) > 예방접종 지식창고 > 홍보물 자료실 >
포스터 또는 리플렛

붙임

1. 2022년 HPV 예방접종 포스터 1부.
2. HPV 예방접종 리플렛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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