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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가 백신 추가 접종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일리노이 보건국 (Illinoi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이하 IDPH)은 코로나 19 2 가 백신 추가 접종 관련 질문에 대한 최신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 (FAQ)을 준비했습니다. 이 정보는 IDPH,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협력 기관이 제공하는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가 백신 추가 접종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 가 백신 추가 접종 대상자는 초기 백신 접종(모더나 또는 화이자 2 차, J&J 1 차)을 완료한 5 세 이상의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입니다.  
 
FDA 는 2022 년 10 월 12 일에 5 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코로나 19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 화이자-바이오엔텍 (Pfizer-BioNTech) 백신은 5 세부터 11 세까지의 어린이에게 접종할 수 있습니다. 

• 모더나 백신은 6 세부터 17 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접종 가능합니다.  

• 접종 대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CDC 백신 최신 정보 (Stay Up to Date with Vaccine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 백신 추가 접종은 어떤 효능이 있나요? 

새로운 추가 접종 백신은 코로나 19 를 유발하는 초기 바이러스와 하위 변이인 BA.4 와 BA.5 를 포함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모두를 예방하기 때문에 '2 가 백신'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추가 백신은 언제 접종할 수 있나요? 

위에 명시된 대상자에 해당하고 지난 2 개월간 코로나 19 초기 백신이나 추가 접종을 전혀 받지 않은 분은 누구나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코로나 19 양성으로 진단받은 분은 코로나 감염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3 개월 이후부터 백신 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추가 접종은 백신의 종류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CDC 는 추가 접종의 경우 가용한 2 가 코로나 19 백신을 '혼용'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가 백신은 몇 회 추가 접종해야 하나요? 

CDC 는 이번 추가 백신의 경우 단 1 회만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면역 저하 상태일 떄는 어떻게 하나요? 

면역 저하 상태인 경우 코로나 추가 접종에 관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정보는 CDC 

웹사이트: CDC 중등도 또는 중증 면역 저하자용 코로나 19 백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가 백신 추가 접종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가까운 백신 접종 기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웹사이트: www.vaccines.gov 를 방문하여 2 가 백신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19 2 가 백신과 독감 예방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동시 접종을 권장합니다! 
 
 
 

코로나 19 검사 및 치료에 관한 최신 정보는  

웹사이트: IDPH 2019 코로나 19 (COVID-1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tay-up-to-date.html?s_cid=11737:cdc%20booster%20guidelines:sem.ga:p:RG:GM:gen:PTN:FY22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recommendations/immuno.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recommendations/immuno.html
http://www.vaccines.gov/
https://dph.illinois.gov/covid19.html
http://dph.illinois.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