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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사업시행시기 : 연중
사업대상 : 만 12세 이하 모든 아동은 전국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접종비용 : 전액무료
지원내용 : 국가예방접종 의료기관 접종비용 전액지원(백신비+행위료)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 25,590

b형간염 hepb
0.5ml 3,300

1.0ml 5,77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11,200

td 12,600

tdap 22,210

폴리오 ipv 15,46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23,27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
자

dtap-ipv/hib 34,99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9,42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3 62,120

pcv(단백결합) 10 52,950

ppsv(다당질) 231) 23,34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1,390

수두 var 14,320

일본뇌염

je(불활성화백신)
베로세포유래 0.4ml 12,020

베로세포유래 0.7ml 18,680

je(생백신) 11,700

a형간염 hepa 0.5ml(어린이) 12,390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hpv 2 5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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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hpv 4 63,280

인플루엔자2) ('21-'22 절기)(2021-2022 절기)
qiv(4가 인플루엔자 백

신)

0.5ml(어린이,임신
부)

11,450

0.5ml(어르신) 10,830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9,42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9,13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회당 38,840원

위탁의료기관 현황

연번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1 그린소아청소년과의원 061-278-8883 목포시 청호로 154, (산정동) 

2 목포기독병원 061-280-7500 목포시 백년대로 303, (상동) 

3 목포미즈아이병원 061-260-8000 목포시 백년대로 418, (옥암동) 

4 목포아동병원 061-801-8000 목포시 옥암로 149, (상동) 

5 목포예향병원 061-245-0575 목포시 삼학로223번길 38, (산정동) 

6 목포제일의원 061-901-7775 목포시 영산로 304 (용당동) 1.2층

7 목포한국병원 061-270-5768 목포시 영산로 483, (상동) 

8 목포한사랑병원 061-280-5500 목포시 백년대로 335, (상동) 

9 목포현대병원 061-272-7588 목포시 용당로 322-1, (용해동) 

10 연산제일의원 061-274-7400 목포시 원산중앙로 96, (연산동) 2층

11 오소아청소년과의원 061-276-7615
목포시 청호로 176, (산정동, 쥬빌리메디칼
센타) 

12 용해미래소아청소년과의원 061-279-0366 목포시 용해지구로 12, (용해동) 2층

13 웰빙의원 061-282-9980 목포시 남악1로52번가길 3, (옥암동) 

14 목포중앙병원 061-280-3212 목포시 영산로 623, (석현동) 

15 세안종합병원 061-260-6700 목포시 고하대로 795-2, (연산동) 

16 전남중앙병원 061-260-3000 목포시 고하대로 724, (산정동) 

17 정가정의학과의원 061-277-6998 목포시 용해지구로 11, (용해동) 2층

18 현대가정의학과의원 061-277-4375 목포시 원산중앙로 46, (산정동) 2층

19 하당목포이비인후과의원 061-802-2200 목포시 백년대로 391, (옥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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