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백신이 나에게 적합한가?

CDC는 입원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모든 사람에게 COVID-19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5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이전의 부스터샷은 1가였고 원래의 변종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개량 백신 부스터샷은 2가이며 
원래의 변종과 가장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백신 옵션
화이자-바이오엔텍 (화이자)
•	 화이자의	2회 투여 기본 시리즈는	3주에서	8주 간격으로	2번 접종합니다.

»	‘코미나티’로도 알려진 화이자는	12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FDA의 완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	 화이자는	5-11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FDA의 긴급 사용 허가	(EUA)를	
받았습니다.	

•	 화이자	3회 투여 기본 시리즈는	3번 접종 용량으로,	두 번째 접종은 첫 번째 접종	
3주 후,	세 번째는 두 번째 접종	8주 후에 접종합니다.	화이자는	6개월에서	4세	
사이 연령층을 대상으로	FDA의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	 화이자의	1회 투여 개량 백신 부스터샷	(2가)는	5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FDA
의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았고 마지막 접종 이후 최소	2개월 후에 맞습니다.	

모더나
•	 모더나의	2회 투여 기본 시리즈는	4주에서	8주 간격으로	2번 접종합니다.

»	‘스파이크백스’로도 알려진 모더나는	18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FDA의 완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	 모더나는 생후	6개월에서	17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FDA의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	 모더나의	1회 투여 개량 백신 부스터샷	(2가)은	6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FDA의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았고 마지막 접종 이후 최소	2개월 후에 맞습니다.	

노바백스 COVID-19 백신, 보조제 (노바백스)
•	 노바백스의	2회 투여 기본 시리즈는	3주에서	8주 간격으로	2번 접종합니다.	노바백스는	12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FDA의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18세 이상은 기본 시리즈 접종	
완료 후,	이전에	COVID-19	부스터샷을 맞지 않았을 경우 노바백스 부스터샷	(1가)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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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존슨 (J&J)
•	 	존슨앤존슨은	18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기본 시리즈와 부스터샷	(1가)	모두	1회 투여에	

대한	FDA의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았고 마지막 접종 후 최소	2개월 후에 맞습니다.	

*		노바백스나 존슨앤존슨 접종은 의학적 사유로 다른	COVID-19	백신을 접종할 수 없거나,	다른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거나,	이 백신이 아니면	COVID-19	백신을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접종을 선택한	18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부스터샷 접종
질병과 감염에 대한 면역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부스터샷 접종은	
질병으로 인한 감염에 대해 최적의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부분 백신 시리즈의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부스터샷 접종은 심각한	COVID-19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첫 접종 이후 희미해졌을	
수 있는 면역력을 회복시킵니다.	접종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5	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기본 시리즈 또는 가장 최근의 부스터샷	(1가)	접종을 마친 후 개량	

백신	(2가)	부스터샷을 맞아야 합니다.

접종 간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DPH의 연령별	COVID-19	백신 접종 시기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CDPH	COVID-19	부스터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백신이 나에게 적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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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ziz.org/assets/docs/COVID19/IMM-139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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