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부스터샷 접종 
대상 접종할 부스터샷 백신 부스터샷 접종 시기

Moderna

생후 6개월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4세 이하 소아는 기본 시리즈와 동일한 브랜드의 개량형 2가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함 최종 접종(기본 시리즈 또는 1가 부스터샷 접종) 완료 
후 최소 2개월 경과5세 이상 개량형 2가 Pfizer 또는 Moderna 부스터샷 접종

18세 이상 이전 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개량형 mRNA 부스터샷을 접종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는 경우 Novavax 부스터샷 접종 가능 기본 백신 시리즈 접종 후 최소 6개월 경과

Pfizer

5세 이상

Pfizer 접종을 받은 5세 아동은 개량형 Pfizer 2가 부스터샷만 접종 가능 최종 접종(기본 시리즈 또는 1가 부스터샷 접종) 완료 
후 최소 2개월 경과6세 이상 개량형 2가 Pfizer 또는 Moderna 부스터샷 접종(기본 시리즈 종류와 무관)

18세 이상 이전 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개량형 mRNA 부스터샷을 접종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는 경우 Novavax 부스터샷 접종 가능 기본 백신 시리즈 접종 후 최소 6개월 경과

Johnson & 
Johnson

18세 이상

18세 이상 개량형 2가 Pfizer 또는 Moderna 부스터샷 접종 최종 접종(기본 시리즈 또는 1가 부스터샷 접종) 완료 
후 최소 2개월 경과

18세 이상 이전 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개량형 mRNA 부스터샷을 접종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는 경우 Novavax 부스터샷 접종 가능 기본 백신 시리즈 접종 후 최소 6개월 경과

Novavax
12세 이상

12세 이상 개량형 2가 Pfizer 또는 Moderna 부스터샷 접종 기본 백신 시리즈 접종 완료 후 최소 2개월 경과

18세 이상 이전 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개량형 mRNA 부스터샷을 접종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는 경우 Novavax 부스터샷 접종 가능 기본 백신 시리즈 접종 후 최소 6개월 경과

중등도 또는 중증의 면역저하자인 경우, 지침이 달라집니다.

전 연령대를 위한 COVID-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참조 가이드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는 COVID-19 감염병으로 인한 위중증, 입원 및 심지어 사망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 COVID-19 백신 시리즈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COVID-19 백신은 여전히 효과적이지만 
접종 완료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호 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제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것이 보호 효과를 지속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래 차트에서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COVID-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최근 SARS-CoV-2에 감염되었던 경우, 증상 발현 또는 양성 판정(감염이 무증상인 경우)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로 COVID-19 백신 기본 시리즈 또는 부스터샷 접종을 연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영어로 제공) 감염 완치 후 백신 접종을 받는 사이의 기간이 늘어나면 백신 접종에 대한 면역 반응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 후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재감염 위험이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감염 후 부스터샷 접종 시기 연기 여부를 결정할 때, COVID-19 중증 질환의 위험, 지역사회의 COVID-19 감염 수준 또는 SARSCoV-2 
우세종의 특성과 같은 개별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fullarticle/2785919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need-extra-precautions/people-with-medical-conditions.html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science/community-levels.html


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방문: doh.wa.gov/covidbooster

COVID-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개량형/2가 부스터샷은 무엇인가요?
개량형/2가 COVID-19 부스터샷은 초기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고 
현재 대부분의 감염 사례에 해당하는 신종 오미크론 변이체에 대한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 
제조법입니다. 개량형 부스터샷은 바이러스에 대한 최적의 예방 효과를 제공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효과가 약화되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스터샷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스터샷은 위중증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효과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세 
이상은 누구나 백신 접종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해 부스터샷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중등도에서 중증의 면역저하자와 같은 특정 집단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더 강한 전염성을 지닌 변이와 COVID-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는 특히 중요합니다.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것은 백신의 효과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 중인 COVID-19 백신은 위중증, 입원 및 사망은 
물론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특히 고위험군에서 경증 및 중등도의 COVID-19 감염증 예방 효과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량형/2가 부스터샷은 면역력을 높이고 일부 새로운 변종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되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 시 무엇을 지참해야 하나요?
부스터샷 접종 시 의료 제공자가 기본 백신 시리즈를 접종 완료했는지 우선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접종 카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분실한 경우 의료 제공자가 
귀하의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추가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 접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추가 접종은 2회 접종을 받아야 하는 mRNA 백신 시리즈(Pfizer 또는 Moderna) 접종을 
완료했지만 충분히 강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스터샷 접종은 기본 백신 시리즈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저하된 후 보호 및/또는 
면역력을 강화하거나 회복시키기 위해 제공됩니다.

저는 어떤 브랜드의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나요?

생후 6개월에서 4세 이하 소아는 접종 받은 백신 기본 시리즈와 동일한 브랜드의 개량형 
2가 백신을 접종 받아야 합니다.

Pfizer 기본 시리즈를 완료한 5세 아동은 개량형 2가 Pfizer 부스터샷만 접종받아야 
합니다.

Moderna를 접종받은 5세 아동은 개량형 Moderna 또는 Pfizer 2가 부스터샷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상은 기본 시리즈 또는 이전 부스터샷 접종 브랜드에 관계없이 개량형 Pfizer 또는 
Moderna 부스터샷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은 기본 시리즈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이전에 COVID-19 부스터샷을 
접종받은 적이 없고 개량형 mRNA 부스터샷을 접종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을 경우 
Novavax 부스터샷 접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접종 상태가 최신인 것으로 간주되나요?
COVID-19 백신 기본 시리즈 접종을 완료하고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권장하는 가장 최근 부스터샷을 접종받은 
경우, COVID-19 백신 접종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독감과 같은 다른 백신과 함께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나요?
예. 다른 백신과 동시에 COVID-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필수 
예방접종 (영어로 제공) 또는 COVID-19 백신 접종 예약과 별도로 그 밖의 권장 
예방접종을 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COVID-19 백신 예약은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모든 권장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DOH 825-039  December 2022  Korean 본 문서를 다른 형식으로 요청하려면 1-800-525-0127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장애가 있는 고객은 
전화 711(Washington Relay) 또는 이메일 civil.rights@doh.wa.gov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http://www.doh.wa.gov/ko/emergencies-covid-19-vaccine-information/buseuteo-baegsin-jeobjong
http://www.doh.wa.gov/ko/emergencies-covid-19-vaccine-information/gongsig-wosingteonju-sigagjeog-annaejalyo-covid-19-baegsin-jeobjong-jeungmyeong
http://www.doh.wa.gov/ko/emergencies-covid-19-vaccine-information/buseuteo-baegsin-jeobjong
http://www.doh.wa.gov/ko/emergencies-covid-19-vaccine-information/buseuteo-baegsin-jeob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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