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세 중 적극 접종권고하는 고위험군 범위>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소아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5-11세 소아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

➋

그 외 소아는 자율적인 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

<5-11세 연령별 인원(21.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총계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3,068,726 363,250 412,429 444,367 440,710 441,560 489,936 476,474
-

(소아(5-11세)

기확진자) 고위험군은 기초접종 완료 권고, 일반 소
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음

* 기초접종前 감염자는 접종 미권고, 1차접종後 감염자는 2차 미권고
사전예약)

ㅇ (접종일정)

(

ㅇ (접종간격)

8주

3.24일~,

접종개시)

(

3.31일~

* 접종방식(부모동반 필수) 및 본인인증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당일접종은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민간SNS를 통한 접종은 불가
간격(56일)으로

차 접종 시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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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허가는 3주 간격, 백신효과 증대 및 심근염·심낭염 위험 감소 등을
위해 8주 간격 접종 시행 (WHO, 美CDC, 영국, 호주, 캐나다 등)
*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에 2차접종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
허가간격인 3주(21일)까지 범위 내로 접종 가능

ㅇ (백신종류) 소아용 화이자 백신(화이자
ㅇ (접종기관) 지정* 위탁의료기관

10ug,

(1,200개

10

도즈/바이알 )
*

내외** )

* 소아 인플루엔자 접종실적, 소아 응급대응 약물·장비 보유여부 등을 고려
하여 지정(접종 효율성 및 접근성도 함께 검토)
** 10인용 백신의 폐기 최소화 위해 접종기관 개소 수는 1,200여개에 한정하여 운영

ㅇ (접종방법) 온라인 사전예약 후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

* 접종대상자 확인은 국가필수예방접종 기준 및 절차 준용

後

ㅇ (이상반응 감시) 접종

건강상태의 관찰을 위해, 예진時 등록연

락처로 건강상태 확인 및 초기 접종자(1천명) 대상 능동감시 시행

2. 청소년(12-17세) 3차접종 계획
□ 접종 효과성

(美CDC, <질병의 발병·사망률 주간보고서>, ’22.03.01.)
<식약처 3차접종 허가사항, ‘22.1.28.>

ㅇ 3차접종(화이자) 허가연령은 18세 이상(2차접종 후 6개월)이나, 중증 면역저하자에
한정하여 12세 이상에 대해 2차접종 4주 이후 접종 가능

ㅇ (효과성) 오미크론 유행기간 동안 시간경과로 인한 예방효과 감소에
대해 3차접종으로 백신 효과 증가(16-17세 2차접종 34%
3차접종 81%)

→

<5-17세 화이자 백신 2차·3차 접종 후 예방효과>
백신 접종후 시간별
(오미크론 기간)
2차 접종(14-67일)
2차 접종(14-149일)
2차접종(150일 후)
3차 접종 (7일 후)

ㅇ (국외동향) 미국
유럽

5-11세

FDA는 12세

51%
-

(’21.04.09.-’22.01.29.)

응급실 및 긴급치료 예방효과 (%)
12-15세
16-17세

45%
-2%
-

34%
-3%
81%

이상 3차접종 긴급사용 승인(1.3일, 화이자),

EMA도 12세부터 3차접종이

·

가능하도록 승인 권고(2.24일)

□ 시행계획
ㅇ (접종목표) 3차접종 통한 접종효과 강화로 청소년 고위험군 중증·사망 예방
ㅇ (접종대상) 기초접종 완료 이후 3개월 경과한 12~17세 청소년* 중
➊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5~11세와 동일)은 접종을 적극 권고

* `05년생～`10년생 생일 도과자

<12-17세 중 3차접종 적극 권고하는 고위험군 범위>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청소년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12-17세 청소년으로, 접종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

➋

그 외 일반 청소년은 자율적인 접종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