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로부터 
자녀 보호하기
5~11세 아동을 위한 COVID-19  
접종 프로그램



5~11세 아동용 COVID-19 백신
5~11세 아동에게 어린이(소아)용 화이자 
백신 제형을 맞힘으로써 COVID-19로부터 
보호받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사용되는 백신은 화이자 백신의 
어린이용 버전으로, 용량과 투여량이 
적습니다. 

아동이 완전한 보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백신을 2회 맞아야 합니다. 최소 8주 간격으로 
접종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예: 자녀가 
면역 억제제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경우) 
접종 간격을 최소 21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보건부는 자녀의 안전을 지키고 COVID-19
로부터 가족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에게 백신 접종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방 접종의 이점 
예방 접종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나 안전 벨트를 착용하는 일과 같이 아동을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것은 
많은 중증 질병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에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어린이는 백일해, 홍역, 소아마비 등의 
12가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무료 접종을 받습니다.

COVID-19 접종의 이점 
5~11세 아동에게 백신을 맞히면 건강 문제 때문에 
COVID-19에 취약한 다른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OVID-19 바이러스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COVID-19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어린이에게 경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일부 어린이는 
중증으로 발전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집중 치료가 필요할지 모를 다기관 염증 증후군
(MIS-C)과 같은 드문 합병증이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또한 경미하게 COVID-19를 
앓은 후에도 장기적 후유증(long COVID라 부름)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동도 COVID-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
5~11세 아동용 화이자 백신은 이 연령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을 거쳤습니다. 임상 
시험에서 보고된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경미하고 
오래 지속되지 않았으며 여타 백신의 부작용과 
유사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에게 백신을 맞혀도 
괜찮습니다. 일부 다른 백신과 달리 화이자 백신에는 
식품 성분이나 젤라틴 또는 라텍스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유일한 
경우는 이전에 화이자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의 함유 
성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과민면역반응)을 보였을 
경우입니다. 어린이(소아)용 화이자 백신은 여타 
소아용 일반 백신과 동일하게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어떤 임상 시험도 생략하지 않았고 
안전성 테스트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백신 접종을 위해  
부모가 준비할 일
1. 자녀의 긴장을 덜어주기 위해 격려 
2. 꼭 음식과 음료수를 섭취하고 백신을 맞으러  

가게 함
3. 위팔을 쉽게 드러낼 수 있는 옷을 입힘
자녀가 약간 불안해 하면 봉제 완구나 휴대폰과 같이 
아이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할 물건을 접종장에 
가져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가 예방접종에 이상반응을 보인 전력이 있다면 
접종요원에게 알리거나 접종일 전에 의사와 
상의하거나 COVID 백신 접종 헬스라인 
(0800 28 29 26)으로 전화해 전문 상담사에게 
말하십시오.

동의
부모/보호자나 법적 후견인은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 
자녀를 접종장에 데리고 가야 하며 백신 접종에 
동의해야 합니다.
접종장에서 동반 성인과 어린이는 모두 원하는 만큼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반응
여느 접종과 마찬가지로 팔이 아프고 주사 부위에 
발적, 통증, 부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일반적으로 1~2일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통
• 발열 
• 메스꺼움, 구토, 설사 
• 피로
• 전신 불편감(몸이 좋지 않고 아프며 통증)
이러한 것은 흔한 현상으로, 백신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도록 유도하면 도움이 됩니다. 
화이자 COVID-19 백신의 심한 이상반응은 매우 
드물며 보통 접종 후 몇 분 이내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의료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원이 모니터링하는 관찰 구역에서 부모/
보호자와 자녀는 잠시 대기합니다. 
심한 알레르기 반응의 징후:
• 호흡 곤란 
• 얼굴과 목구멍의 부어오름 
• 빨라지는 심장 박동 
• 전신 피부 발진 
• 어지럼증, 힘이 빠짐



자녀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없이 
의료요원에게 알리십시오. 접종장을 떠난 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111로 전화하십시오.
심근염과 심낭염은 화이자 백신의 아주 드물지만 
심한 이상반응입니다. 임상 시험에서 5~11세 
어린이에게 이러한 이상반응이 일어난 사례는 
없었지만 접종을 받는 모든 연령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종 
후 며칠 또는 몇 주 이내에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 처치를 받으십시오.
심근염 및 심낭염의 증상:
• 가슴 불편감, 답답함, 압박감, 통증
• 호흡 곤란 
•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리거나  

쿵쾅거림
• 실신할 것 같은 느낌, 정신이 아득하거나 

어지러움

예약 접종 또는 무예약 접종
누구나 무료로 COVID-19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1월 17일부터 부모/보호자는 예약 없이 찾아갈 
수 있는 워크인 클리닉에 자녀를 데리고 가거나, 
웹사이트 BookMyVaccine.nz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한 후 평소 이용하는 의료기관이나 GP 
진료소에서 백신을 맞힐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 
시에는 연령대를 제대로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예약하고자 하는 어린이가 1명을 초과하거나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없는 경우에는 COVID 백신 
접종 헬스라인(0800 28 29 26)으로 전화하면(주 7
일, 오전 8시 ~ 오후 8시) 예약을 하고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
장애인 지원 팀이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
시까지 대기하며 장애 아동의 가족을 지원하고 
접종 예약을 해드립니다. 이들이 휠체어 접근성 등 
자녀에게 필요한 사항이나 무료 교통편, 백신이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해줍니다. 
• 전화 0800 28 29 26(내선 2번) 
• 무료 문자 8988
• 이메일 accessiblecovidvaccinations@

whakarongorau.nz



자세한 정보
자세한 안내 정보 및 연구조사 링크: 
Unite Against COVID-19 – Covid19.govt.nz/tamariki
보건부 – Health.govt.nz/CovidVaccineKids 
Te Puni Kōkiri – Karawhiua.nz 
퍼시픽계 주민 지원부 – mpp.govt.nz

백신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COVID 백신 접종 헬스라인(0800 28 29 26)으로 
전화해(주 7일, 오전 8시 ~ 오후 8시)  
전문 상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