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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털루지역 백신태스크포스(Waterloo Region Vaccine Task Force)는 만 12-17세 

청소년 및 함께 사는 가족(COVID-19 예방접종 1차 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의 

예방접종을 돕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맞히는 것은 COVID-19의 전파를 억제하고, 학교에서의 대면 

수업으로 돌아갈 때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지금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만 12-17세 청소년은 이제 COVID-19 예방접종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및 

함께 사는 가족은 6월 7일부터 6월 20일 사이로 1차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접종 당시 만 1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소년은 2021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2차 접종까지 다 맞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2차 접종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가족은 다른 적격 우선 접종 대상자 집단에 속하지 않은 이상 

2차 접종을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맞을 수 없습니다. 

어떤 백신이 투여되나?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만 12세 이상자에 대해 화이자-BioNTech COVID-19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자료를 읽어보십시오. 

• COVID-19 Vaccines for Youth(청소년을 위한 COVID-19 백신) 

• Child and Youth COVID-19 Vaccine Fact Sheet(아동 및 청소년 COVID-19 

백신 자료표) 

• COVID-19 Vaccine FAQs(COVID-19 백신 자주하는질문) 

사전 등록은 어떻게 하나? 

COVID-19 예방접종 사전 등록을 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우선 접종 대상자 집단으로 ‘youth 12-17 years of age(만 12-17세 청소년)’을 

선택하십시오. 

• 등록 서식에 해당 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가족은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해당 청소년이 예약 코드를 받으면 함께 사는 가족은 이 예약 코드로 1차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경우, 서식 작성법에 관한 비디오를 보거나, 믿는 

사람에게 부탁하십시오. 추가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519-575-4400으로 전화하십시오. 

200여 개 언어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청각장애인용 전화(TTY): 519-575-4608. 

예약 코드는 서식을 작성할 때 신청한 방식으로 받게 됩니다. 이메일의 정크/스팸 폴더를 

수시로 확인하십시오. 

https://bit.ly/2Qho7yv
https://bit.ly/2Qho7yv
https://www.regionofwaterloo.ca/en/health-and-wellness/second-dose-information.aspx
https://covid-19.ontario.ca/covid-19-vaccines-youth
https://files.ontario.ca/edu-child-and-youth-covid19-vaccine-fact-sheet-en-2021-05-26.pdf
https://files.ontario.ca/edu-child-and-youth-covid19-vaccine-fact-sheet-en-2021-05-26.pdf
https://files.ontario.ca/edu-child-and-youth-covid19-vaccine-fact-sheet-en-2021-05-26.pdf
https://www.regionofwaterloo.ca/en/health-and-wellness/covid-19-vaccine-faqs.aspx
https://bit.ly/2Qho7yv
https://bit.ly/2Qho7yv
https://www.youtube.com/watch?v=klsgRbhbS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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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코드를 받으면 되도록 빨리 접종 시간을 예약하십시오. 가족이 이미 워털루지역 

공중보건국(Region of Waterloo Public Health)에 사전 등록했을 경우, 해당 청소년이 

받은 예약 코드로 예방접종을 예약하고, 나중에 받은 예약 코드는 파기하면 됩니다. 

청소년은 어디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나? 

청소년은 화이자 백신을 투여하는 클리닉에 예약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예약할 때 

다음 클리닉 중 한 곳을 선택하십시오: 

• Cambridge Pinebush, 케임브리지 

• Health Sciences Campus, 키치너 

• The Boardwalk, 워털루 

• Wellesley Clinic, 웰슬리 

• New Vision FHT, 키치너 

클리닉의 위치를 알아보려면 COVID-19 예방접종 클리닉 지도를 보십시오. 

청소년은 예방접종일에 의료보험카드를 가져가야 합니다. 의료보험카드가 없을 경우, 

신분을 나타내고 번호/코드가 있는 다른 신분증을 가져가십시오. 예방접종 전후에 할 

일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COVID-19 Vaccination Clinics in Waterloo 

Region(워털루지역 내 COVID-19 예방접종 클리닉)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insert name of Board or school] 은 모든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사전 등록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 자녀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수업 시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날이 학교 

수업일밖에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의 

건강을 우선시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erson with signing authority for the school] 

https://rmw.maps.arcgis.com/apps/webappviewer/index.html?id=1dc0e5dc5bbe4601aeba2231eb69d5a1
https://rmw.maps.arcgis.com/apps/webappviewer/index.html?id=1dc0e5dc5bbe4601aeba2231eb69d5a1
https://www.regionofwaterloo.ca/en/health-and-wellness/covid-19-vaccination-clinics-in-waterloo-region.aspx
https://www.regionofwaterloo.ca/en/health-and-wellness/covid-19-vaccination-clinics-in-waterloo-region.aspx
https://bit.ly/2Qho7y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