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1세 청소년은 이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이자-바이오엔텍TM 코로나19 백신은 이제 5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검토하여 어린이에게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이유, 자격 요건 및 선택 가능한 백신 접종 옵션에 

대해 알아보세요. 
 

 

 

 

 

 

 

 

 

 

 

 

 

 

 

 

 

 

 

 

 

 

코로나19 백신은 다음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심각한 질병과 입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학교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노출된 후 예방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포츠 및 클럽과 같은 학교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어린이들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아프면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단클론 항체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및 장기 합병증이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5-11세 어린이를 위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실 

• 화이자-바이오엔텍TM (화이자TM) 코로나19 백신은 성인 투여량의 1/3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를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더 작은 바늘을 사용합니다. 

• 최초 접종 후 3주 후에 화이자TM 백신 두 번째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 

•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3단계 임상 시험에 참여했습니다. 

• 이러한 임상 시험의 결과의 평가를 통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 백신을 추적하고 그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모니터링 시스템을 계속 사용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를 방문하세요: 

coronavirus-sd.com/vaccine 11-15-2021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sdc/hhsa/programs/phs/community_epidemiology/dc/2019-nCoV/CommunitySectors/Healthcare_Providers_Community_Clinics_Hospitals_and_Pharmacies/MARC.html
https://www.cdc.gov/vaccines/basics/test-approve.html


백신 접종 시 필요한 항목 

Required at Vaccination 

 

 

친척 돌보미가 같이 있는 경우 

 

동반자가 없거나 친척이 아닌 성인이 동반한 미성년자 

 

 
 

• 부모/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신원과 나이를 확인합니다 (추가 신분증은 필요 없음). 

• 부모/보호자가 의료 질문에 답변하고 직접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친척 돌보미는  돌보미 진술서 양식(한국어)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음). 

• 친척 돌보미가 어린이의 신원과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신분증은 필요 없음). 

• 친척 돌보미가 의료 질문에 답변하고 직접 동의할 수 있습니다. 

• 피접종자 및 돌보미를 위한 팩스 시트 영어 | 한국어 
 

 

• 미성년자는 MyTurn.ca.gov 웹사이트를 통해 백신 접종 예약을 해야 합니다. 

•  My Turn에서 접종 예약 시 미성년자의 정보 및 나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또는 성인은 부모/보호자가 작성한  미성년자를 위한 동의서 (한국어)를 제시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는 사진이 부착된 ID와 나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샌디에고 카운티에 있는 백신 접종 장소 찾기 

• 지역사회 테스트, 백신 접종 및 아웃 리치 행사 일정 

• 요일별 백신 접종 일정 

 

더 알아보기 

• 어린이 및 십대 청소년을 위한 CDC 코로나19 백신 접종 웹사이트 

• 샌디에고 카운티 백신 웹사이트 

 

 

 

 

코로나19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를 방문하세요: 

coronavirus-sd.com/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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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보호자가 같이 있는 경우  

11-15-2021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sdc/hhsa/programs/phs/community_epidemiology/dc/2019-nCoV/vaccines/COVID-19-VaxEvents.html#consentrequired
http://aemauthor.sdcounty.ca.gov/content/dam/sdc/hhsa/programs/phs/Epidemiology/covid19/vaccines/Caregiver%27s%20Affidavit_SPAN.pdf
https://www.fda.gov/media/144414/download
https://www.fda.gov/media/153829/download
https://myturn.ca.gov/
https://myturn.ca.gov/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sdc/hhsa/programs/phs/community_epidemiology/dc/2019-nCoV/vaccines/COVID-19-VaxEvents.html#consentrequired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dam/sdc/hhsa/programs/phs/Epidemiology/covid19/vaccines/Pfizer-Minor-Consent-Form-SD%20County_SPAN.pdf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sdc/hhsa/programs/phs/community_epidemiology/dc/2019-nCoV/CommunitySectors/Community-Based_Organizations_and_Faith-Based_Organizations.html#events
http://www.sandiegocounty.gov/content/sdc/hhsa/programs/phs/community_epidemiology/dc/2019-nCoV/vaccines/COVID-19-VaxEvents/Vaccinations-Schedule.html
http://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recommendations/children-teens.html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sdc/hhsa/programs/phs/community_epidemiology/dc/2019-nCoV/vaccine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