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1 세 아동을 위한 코로나 19 예방 접종계획:  

지금 알아야 할 사항 

Pfizer-BioNTech 5 세에서 11 세 사이의 어린이를 위한 백신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독립 자문단의 권고를 받아 화이자-바이오엔텍 코로나 19 백신의 

긴급사용승인(EUA)을 5~11 세 어린이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FDA 권장 사항은 페어팩스 보건 

지구의 약 97,000 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약 2,800 만 명의 어린이에게 백신 적격성을 

부여합니다. FDA 의 권고에 따라 CDC 의 ACIP(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는 11 월 2 일에 

만나 결과를 평가하고 승인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소아 용량은 12 세 이상인 경우 투여량의 1/3 입니다. 

그러나 더 낮은 용량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시험에서 5 세에서 11 세 사이의 어린이가 더 높은 용량을 받은 

성인과 유사한 항체 수준을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용량과 마찬가지로 소아 용량도 21 일 

간격으로 두 번 접종해야 합니다. 

CDC 가 승인할 경우 소아용 용량은 11 월 초부터 예방 접종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에 따르면 코로나 19 에 대한 예방 접종은 질병에 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가 알아야 할 사항: 자녀의 예방 접종 방법 

백신은 소아과 및 가족 의료, 지역 약국 및 Tysons Community Vaccination Center 를 통해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보건부는 예약을 통해서만 어린이에게 COVID-19 백신을 제공할 것입니다.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12 세 

이상 사용하는 코로나 백신과 호환되지 않으므로 부모는 어린 자녀의 백신 접종을 기다려야 합니다. 

5 세에서 11 세 사이에 백신이 승인될 때까지 이 연령대의 예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CDC 가 승인하면 

부모는 자녀의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약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은 www.vaccines.gov 를 

방문하여 지역 약국이나 보건부에서 약속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Tysons Community Vaccination Center 에서 

자녀의 예방 접종에 관심이 있는 가족은 vase.vdh.virginia.gov 에서 자녀의 예약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백신 5 세-11 세: 코로나 19  로 인한 심각한 질병에 대해 안전하고 효과적임이 입증됨 

5 세에서 11 세 사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 완전히 백신 접종(2 회)했을 때 증상이 

있는코로나 19  예방에 백신이 90.7%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험의 안전성 데이터는 백신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흔한 반응은 주사 

부위의 통증, 피로, 두통이었습니다. 부작용은 2 회 투여 후 더 흔했으며 일반적으로 심각도가 경미하고 며칠 

이내에 해결되었습니다. 

버지니아 주 보건부는 5 세에서 11 세 사이의 어린이를 위한 예방 접종 계획에 대한 배경 및 세부 정보에 대한 

최신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