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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백신 - 자주 묻는 질문(FAQ) 
 

임신, 모유 수유 및 생식 능력 

 

COVID-19 백신이 임산부에게 권장됩니까? 
 

물론입니다! 미국 산부인과 협회, 산모 태아 의학 협회, 미국 조산사 협회를 포함하여 미국 질병 

통제 예방센터(CDC)와 산전산후 전문의들은 임산부들에게 최신 COVID-19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보호를 받는 방법은 개량 추가접종을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백신은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종 받을 수 있고 다른 예방접종을 받을 때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COVID-19 백신 접종이 왜 권장됩니까?  
COVID-19는 임산부에게 건강상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험은 낮지만, 

COVID-19에 감염된 임산부와 임신 초기 

임산부들은 비임산부에 비해 중병, 입원,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임신 중에 COVID-19에 감염되면 임산부와 

태아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합병증에는  조산 및 유산이 

포함됩니다. 
 

COVID-19 백신 접종은 임산부 및 신생아가 

COVID-19 감염으로 중증 질환을 앓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재대혈과 모유에서 

바이러스 항체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합니다. 또한 추가 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에 백신 접종을 

받으면 이런 항체의 양이 늘어났다고 밝힙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임신 중에 백신 접종은 

COVID-19에 감염되어 병원에 입원하지 않도록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연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CDC 웹페이지 

임신 중 또는 모유 수유 시 COVID-19 백신 접종을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임신 중에 COVID-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안전합니까? 
COVID-19 백신이 태반 발달을 포함하여 임신 중 문제를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CDC 와 FDA 는 여러 안전 수단을 

사용하여 아기와 임신 3 분기 기간 내내 백신 접종을 받은 임산부를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조산, 사산, 성장 발달이나 선천적 결손증이 

증가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COVID-19 백신은 산모 또는 아기에게 COVID-19 감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COVID-19 백신에는 생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신이 임산부나 아기를 포함하여 누구도 COVID-19 을 

감염시켜 질병에 걸리게 하지 않습니다. 
 

임신 전과 임신 중에 COVID-19 백신 접종이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index.htm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index.htm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recommendations/pregnancy.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reporting-system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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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백신 - 자주 묻는 질문(FAQ) 
 

임신, 모유 수유 및 생식 능력 

보여주는 증거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COVID-19 백신 접종을 받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알려진 위험이나 잠재적인 위험 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COVID-19 백신과 임신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세한 내용은 CDC 웹페이지의 임산부 모유 수유부를 위한 COVID-19 백신을 참고하세요. 
 

백신 접종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임산부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한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MotherToBaby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 시 부터 오후 5 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비공개 서비스입니다. 전화 866-626-6847, 문자 
855.999.8525 또는 mothertobaby.org/ask-an-expert/에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도 백신을 맞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미국 산부인과 협회, 산모 태아 의학 협회,  

미국 조산사 협회를 포함하여 CDC와 전문가들은 

임산부와 모유 수유 임산부에게 COVID-19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보호를 받는 
방법은 개량 추가접종을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존의 백신 연구 시험에서 모유를 수유 중인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백신의 작용 원리와 
사용 가능한 정보에 입각하여 생각해 보면 백신이 
아기에게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모유에 항체가 함유되어 있어 자신의 

아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백신이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되지는 
않고 태아에게 COVID-19를 감염시킬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백신을 접종해도 안전할까요? 
 

물론입니다. CDC와 의료 전문가들은 생후 6개월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백신 접종을 권장합니다. 여기에는 임산부, 
임신을 하고자 하는 여성 또는 앞으로 임신할 계획이 있는 
여성을 포함할 뿐 아니라 상대 남성들도 포함됩니다. 
 

COVID-19 백신은 여성 또는 남성에게 생식 능력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COVID-19 백신이 
청소년이나 십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COVID-19 백신을 접종한 후에도 임신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DC 
웹페이지 아기를 갖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COVID-19 백신을 참고하세요.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index.htm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index.htm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recommendations/pregnancy.html
https://mothertobaby.org/ask-an-expert/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planning-for-pregnanc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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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백신 - 자주 묻는 질문(FAQ) 
 

임신, 모유 수유 및 생식 능력 

COVID-19 백신이 생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일부 여성은 COVID-19 백신을 맞은 후 생리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COVID-19 백신 접종 

후에 생리에 일반적이고 일시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에는 월경 주기의 길이와 생리 주기가  

사이의 시간 변화, 평소보다 많은 월경 량이 포함됩니다. 이런 

일시적인 생리 변화에도 불구하고 COVID-19 백신이 생식 

능력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식이요법, 운동, 여러 약제와 같은 많은 

요인들이 생리 주기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대들에게 

불규칙한 생리는 매우 흔하며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월경이나 자녀의 월경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으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더 많은 자주 묻는 질문(FAQ), 각 백신의 접종 기한을 보여주는 그래픽 자료가 포함된 백신 

일정, 백신 접종 방법 등 COVID-19 백신에 대한 정보를 보시려면 

VaccinateLACounty.com을 방문하세요.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index.htm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index.htm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998180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index.htm#FAQs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docs/vaccine/COVIDVaccineSchedule.pdf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docs/vaccine/COVIDVaccineSchedule.pdf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vaccine/hcwsignup/?walkin=TRUE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index.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