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COVID-19 백신 접종
부모와 보호자가 알아야 할 사항

5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COVID-19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COVID-19에 감염되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매우 아픔
• 단기 및 장기 건강 문제가 모두 있음
• 사랑하는 사람들과 학교와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COVID-19를 전파함

어린이나 청소년이	COVID-19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건강한 어린이라도	COVID-19로 인해 심하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또한	COVID-19에 걸린	
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합병증을 포함할 수 있는 지속적인 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백신을 접종하면	COVID-19에 감염되었을 때 심하게 아픈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또한 아이들을 학교나 데이케어에 보내고 안전하게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OVID-19 백신 접종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십시오. 

COVID-19 백신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합니다
COVID-19 백신 접종의 이익은 알려진 잠재적 위험보다 큽니다. 

COVID-19	백신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안전성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린이에게	COVID-19	백신 접종을 권장하기 전에 수천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실시하여 백신 접종이 안전하며 효과적인지 확인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심근염 및 심낭염 낮은	
위험을 포함한	COVID-19	백신의 안전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COVID-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반응은 드물며 백신 접종 다음 날 가장 자주 보고됩니다.

어린이는 백신 접종을 통해	COVID-19에 감염될 수 없으며	COVID-19	백신은 어떤 식으로든	DNA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COVID-19	백신 접종이 향후 생식 능력이나 임신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지속적인 안전성 모니터링을 통해 COVID-19 백신 접종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것으로 계속 
확인되었습니다.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
recommendations/children-teen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distributing/steps-ensure-safety.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afety/myocarditi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afety/adverse-events.html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recommendations/children-teens.html


어린이의 COVID-19 백신 접종 
COVID-19	백신 접종 용량은 체구나 체중이 아닌 접종 당일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린이는 그들에게 맞게 더 적은 용량을	
투여합니다.

COVID-19	백신 접종은 다른 일반 백신 접종과 매우 비슷합니다.	
어린이는	COVID-19	백신과 독감 백신 등의 기타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미 COVID-19에 걸린 어린이 및 
청소년도 여전히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에 따르면 사람들이	COVID-19
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백신	
접종을 받으면 추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COVID-19에	
걸렸더라도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COVID-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보고된 부작용은 경미하고 일시적인 경향이 있으며 통상적인	
백신 투여 후 경험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일부 어린이와	
청소년은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은 두 번째 백신 접종 후에 더 흔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자녀의 일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며칠 안에	
사라집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	비 아스피린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자녀의 담당 의료진에게 문의하십시오.	또한 자녀가	
주사를 맞은 부위가 아플 경우,	주사 부위에 시원하게 적신	
천을 대는 것 등 가정에서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COVID-19 백신 
접종소 찾기
COVID-19	백신은 미국 내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COVID-19	백신 접종소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백신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자녀의 담당 의료진이나 지역
약국,	개인병원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십시오.

• vaccines.gov를 방문하고 우편번호를 입력하여 가까운
접종소 위치를 찾아보세요.

• 우편번호를 문자메시지로	438829에 전송하거나
1-800-232-0233에 전화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COVID-19	백신을 찾아보십시오.

v-safe를 시작하십시오.
자녀가 백신 접종을 받은 후	v-safe	백신 접종 
후 건강 검사기(After Vaccination Health 
Checker)에 등록하십시오.	v-safe는	COVID-19	
백신 접종 후 개인화되고 비밀이 보장되는 건강	
확인을 제공합니다.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
vaccines/recommendations/children-teen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expect/after.html
http://vaccines.gov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afety/vsafe.html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recommendations/children-teen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