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1세어린이를위한화이자백신긴급사용허가안내

2021년 10월 29일 화이자-바이오엔텍은 식품의약국 (FDA) 으로부터 5-11세 아동을 위한 코비드-19

백신의 긴급사용허가 (EUA)를 받았고 질병통제센터장이 아동용 백신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 이는 백신 접종의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학부모들 가운데 겨우 25%만이 5-11세인 자녀들에게

즉시 백신을 접종을 시키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11월 15일 현재364만명 이상의 12세미만

아동들이 1차접종을 마쳤습니다. (출처: 질병통제센터)

● 엄밀한 실험과 검토후, 식품의약국이11-15세 아동들에게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을

사용하도록 허가하였고  질병통제센터가  이의 사용을 권고 하였습니다. 매우 좋은

임상실험결과에  근거하여 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센터가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 현재까지 수억명의 성인들과 10대들에게 투약을 했지만 화이자 백신으로 인한장기 부작용

사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을 알고있고, 또 이 백신이

아이들 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을 알기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출처:질병통제센터)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 어디서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킬 수 있습니까?

○ 많은 소아과나 가정의학과 병원, 지역 보건국, 지역 보건소, 약국, 학교내 보건시설에서
백신을 접종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시골 보건소,하와이 원주민 보건소 및
연방공인보건소에서도 가능 합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가족들에게 백신을 제공 하기도
합니다. 백신 접종에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제공자들이 백신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모든 사람들이 인내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주치의나
Vaccines.gov웹사이트 및 지역 보건국을 방문해보십시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afety/safety-of-vaccines.html#:~:text=Millions%20of%20people%20have%20received,safety%20of%20COVID%2D19%20vaccine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afety/safety-of-vaccines.html#:~:text=Millions%20of%20people%20have%20received,safety%20of%20COVID%2D19%20vaccines.


● 어린이용 백신은 성인용과 무엇이 다릅니까?

○ 5-11세 아동의 백신의 투여량은 10대와 성인 투여량의 1/3 입니다. 이
투여량은5-11세아이들의 면역체계에 안전성과 실효성의 균형을 맞추기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백신 투여량은 몸무게에 따른것이 아니고 면역체계의 나이에 따른 것 입니다.
(출처: 질병통제센터).

● 코비드-19 백신이 내 자녀의 생식기능에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까?

○ 아니요.생식기능 문제가 코비드-19백신을 포함해서  어느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미국산부인과대학과 미국생식의학협회 (ACOG생식기능 전문의) 모두
코비드-19 백신을 맞으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출처: ACOG)

● 내 자녀가 코비드-19 백신을 맞을 때 다른 주사를 함께 맞아도 됩니까?

○ 예. 질병통제소와  미국소아과협회에 따르면 일반 정기예방주사와 독감주사는 코비드-19
백신주사와  동시에 안전하게 접종 할수 있습니다. (출처: 질병통제센터)

● 백신은 아동들에게 어떠한 장기적 부작용을 줍니까?  백신이 안전하다고 어떻게 자신할수

있습니까?

○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이 백신도 어깨통증이나 발열 같은 단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 수억명에게 백신을 접종한지 거의 일년이 지났지만 장기 부작용은
보이지 않았고 아이들을 코비드-19로 부터 보호하는 것 외에는 장기 부작용이 보일 수
있다고 예측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질병통제센터)

● 아이들의 백신접종의 혜택이 위험보다 더 큽니까?

○ 예. 미국소아과협회가  5살이상 백신에 대한 심한 알러지 반응이 없는 모든 아동에게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권장 하고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인 심장염으로 알려진 심장
염증은 의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자문단에서 신중하게 자료를 검토한후
아동들에게 코비드-19 백신이 주는 위험이 아동들이 코비드-19 에 걸렸을때 생기는
위험보다 훨신 낮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전반적으로 코비드-19에 걸리는
위험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보다 더 크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출처:
질병통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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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 할수있도록 apiahf.org와 madetosave.org를 방문하셔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찾아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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