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11세 아동용
COVID-19 백신
2022년 3월 발행

캐나다에서는 160만여 명의 만 5-11세 아동이 COVID-19
예방접종을 맞았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과 자녀에게 최선의
결정을 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더 많은 아동이 예방접종을 맞고 있습니다.

아동용 COVID-19 백신

BC주에서는 만 5세 이상자는 누구나 COVID-19 예방접
종을 무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 화이자-바이온텍 백신은 만 5-11세 아동용으로 승인
된 것입니다.

예방접종의 작용

백신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COVID-19 바이러스를
인식하여 싸우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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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게는 성인보다 용량이 더 작은 백신이 투여됩
니다. 이는 소아에 대한 몇몇 다른 백신과 비슷합니다.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이 백신이 안전하
고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백신 데이터를 철저하
게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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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은 바이러스의 무해한 부분을 만드는 방법
에 관하여 우리 몸의 세포에 지시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 부분이 우리 몸의 일
부가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이제 우리 몸은
심하게 아프지 않고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수 있
는 도구가 있습니다.

아동의 COVID-19

COVID-19에 감염된 아동은 대부분 경미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발열 및 기침이 있거나 증상
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아동은 중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한 중병

BC주에서는 지금까지 100명 이상의 아동
이 COVID-19로 인하여 입원했습니다.
(2022년 2월 BCCDC 데이터)

아동은 COVID-19로 인하여 중증 폐 감염,
또는 심근염 등의 심장 문제가 생길 수 있
습니다. 만 5-11세 아동의 COVID-19로
인한 사망은 매우 드룹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특정 질환
이 있는 아동은 중병 확률이 더 높습니다.

COVID-19의 장기적 영향

몇몇 아동은 COVID-19 감염 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증상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 증상에는 두통, 피로감, 주의 집중 곤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
다.
소아 다기관염증증후군(MIS-C)은 COVID-19 감염 시점으로부터 몇
주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드물지만 중대한 질환입니다.
• 다양한 기관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대부분 아동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를 받으면 호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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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의 효과
중병을 예방해줍니다

더 안전한 사회 활동

예방접종은 COVID-19로 인한 중병
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줍니다.

예방접종은 아동이 학교, 스포츠, 사
회적 행사 등의 중요한 활동에 참여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미 COVID-19에 감염된 적이 있을
경우에도 예방접종은 더 강력하고 오
래 지속되는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8배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만 5-11세 아동은 예
방접종을 맞은 아동에 비해 병원 입원 가능
성이 1.8배 더 높았습니다.
(2021/12/15 - 2022/02/12 BCCDC 데이터)

백신 안전성

수백만 명의 아동이 예방접종을 맞으면서 방대한 안전 관련 데이터가 추적됩니다.
일반적인 부작용

아동은 예방접종을 맞은 후 1-3일간 지속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경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팔아픔

피로감

몸살

이는 정상적인 현상으로서 면역 체계가 작동하고 있음
을 나타냅니다.

드물게 발생하는 중대 사건

알레르기 반응, 심근염 등의 중대한 안전 문제는
극히 드뭅니다.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아동은 치료를 받고 빠르게 회
복되었습니다.
아동은 드물게 발생하는 백신의 부작용보다
COVID-19에 감염되어 병원에 입원할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백신 안전성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의문이 더 있습니까?

자녀에게 예방접종을 맞히십시오

자세히 알아보기:

하거나 전화 8-1-1로 문의하십시오.

에서 등록하거나

bccdc.ca/covid19vaccinechildren

가정의, 간호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

웹사이트 gov.bc.ca/vaccineforkids-KO
1-833-838-2323으로 전화하십시오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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