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별력 있는 미성년자의 동의

백신에 대한 동의
부모나 보호자와 자녀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백신과 동의서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고 상의하여 예방 접종에 관한 결정을 함께 
내릴 것을 권합니다.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COVID-19 예방 접종 클리닉이 열리게 
되면, 동의서와 예방 접종 정보를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하여 
집으로 가져가 상의하게 할 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미성년자의 동의
만 19세 미만으로 해당 백신의 이점과 이상 반응 가능성 및 
접종을 받지 않을 경우의 위험을 이해할 수 있는 아동은 자기 
스스로 예방 접종을 합법적으로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절차는 BC에서 1996년 유아법(1996 Infants Act)이 
통과된 이래 시행 중이며, 분별력 있는 아동의 동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www.
healthlinkbc.ca/healthlinkbc-files/infants-act-
mature-minor-consent-and-immunization

충분한 설명과 이해 후 동의
의료 제공자는 아동의 동의를 받기 전에 백신에 관한 정보를 그 
아동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의료 제공자는 다음 정보를 아동과 
함께 검토합니다(www.healthlinkbc.ca/healthlinkbc-
files/covid-19-vaccines 참조). 
• 어느 백신을 맞을 예정인지

• 예방 접종의 이점

• 예방 접종을 받지 않는 경우의 위험

•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 드물게 나타나는 심각한 부작용

•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의학적인 이유

의료 제공자는 아동에게 해당 정보를 꼼꼼히 읽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런 다음 아동이 해당 정보를 확실히 이해하고 
결정할 준비가 되었는지 질문합니다. 독자적으로 동의하는 모든 
아동은 반드시 먼저 허락하여야 부모나 보호자가 자신의 예방 
접종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동의 이해 여부를 의료 제공자가 확신하지 못하거나 아동이 결
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아동은 부모/보호자의 동의 
없이 예방 접종을 받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과 이해 후 동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예방 접종을 하는 의료 제공자는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과 상의하고 그 사람의 동의 능력을 평가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충분한 설명과 이해 후 동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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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보호자는 COVID-19 예방 접종을 
자녀와 상의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동의 
여부를 함께 결정하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동의하는 사람의 판단 능력을 평가함

표준 정보를 제공함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짐

동의 거부 또는 취소 권리를 부여함4

충분한 설명과 이해 후 동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방 접종에 특정함
• 고객 중심
• 자기 스스로 결정함
• 그릇된 설명을 하지 않고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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