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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시트

COVID-19 부스터샷:
왜 다른 백신이 필요한가요?

COVID-19 부스터샷을 계속 접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COVID-19 백신이 주는 면역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집니다. 부스터는 이러한 면역력을 다시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OVID-19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이하기 때문에 기존 백신과 
부스터샷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새로운 변이로
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부스터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신 부스터는 이미 접종한 백신과 어떻게 다릅니까?
1차 시리즈라고 하는 최초의 COVID-19 백신은 첫 COVID-19 변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도록 개
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스터는 몸이 COVID-19 감염에 반응할 수 있도록 처음 개발된 백
신의 면역력을 보강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두 번째 부스터 또한 면역력을 보강하고 현재 가
장 일반적인 COVID-19 변종 BA.4 및 BA.5(오미크론)에 대한 면역력을 추가합니다.

이미 COVID-19에 걸린 경우 어떻게 합니까?
COVID-19에 걸렸더라도 COVID-19 부스터를 받으면 바이러스에 대한 추가 보호가 가능합니다.

언제 최신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생각해야 하나요?
연령에 따라 최신으로 간주해야 하는 백신과 부스터샷이 결정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치료법 치료법 치료법 치료법

연령 연령 연령

6개월~4세

1차 접종
+

2차 부스터샷
(Pfizer 또는 Moderna)

5~11세 12~17세 18세 이상

접종해야 하는 부스터샷이 어떤 것인지, 언제 접종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CDC의 부스터샷 퀴즈를 풀어보세요.

COVID-19 부스터샷 접종
은 무료이며 지금 접종할 수 
있습니다.

NCRN Support로 접종을 예약하세요
백신 접종소 위치는 Finder를 이용하거나 1-877-904-5097 
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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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tay-up-to-date.html?s_cid=11747:cdc%20up%20to%20date%20vaccine:sem.ga:p:RG:GM:gen:PTN:FY22
https://ncrn.msm.edu/s/find-your-state-resources
https://ncrn.msm.edu/s/find-your-state-resour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