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접종은 모두를 코로나19에서 보호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각종 조치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19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예방접종은 여러분을 코로나19에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주변 사람 역시 지켜줍니다. 팬데믹을 막으려면 사용할 수 있는 예방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합니다. 백신은 면역계에 작용하여 
신체가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밖의 조치, 예를 들어 마스크 및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제삼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CDC의 권고사항을 준수함으로써, 모두가 코로나19에서 안전해집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안전한가요?
ct.gov/covidvaccine

출처 
• 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afety.html

• 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faq.html

• 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expect/after.html

• portal.ct.gov/Coronavirus/COVID-19-Vaccinations---FA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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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은 
모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안전성을 최대한 
확인한 것입니다.

• 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식품의약국)은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얻은 
안전성 및 효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19 
백신 2종, 즉 Pfizer-BioNTech와 Moderna에 
대해 Emergency Use Authorization(EUA, 
긴급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백신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이 코로나19 감염의 
잠재적 피해를 웃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 Pfizer 백신은 여러 달에 걸쳐 4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했으며 심각한 사고는 일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Science Subcommittee 
of Governor Lamont’s Vaccine Advisory 
Group의 철저한 검토를 거친 백신만을 일반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코네티컷주 정부는 공중 
보건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www.cdc.gov/coronavirus/2019-ncov/
vaccines/safety.html

자주 하는 질문
백신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다소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이는 
몸에서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해당 부작용은 
일상적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며칠 내로 깨끗이 
사라집니다.

일반적인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사를 맞은 팔의 통증 및 붓기
• 열
• 오한
• 피로
• 두통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백신을 맞는 게 안전할까요? 
그렇습니다. 심장질환, 폐질환, 당뇨병, 비만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
19 예방접종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의 
증상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께는 예방접종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다른 주사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요? 
주사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이 있는 분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전에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주치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서의 위험 유발 
여부에 관해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안전성이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어도 백신을 맞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아이들에게도 안전한가요?
예방접종은 현시점에서 만 16세 이상에게만 가능합니다.

이미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도 백신을 맞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CDC는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에게도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재감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에서 회복하면 단기적으로 항체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효능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http://ct.gov/covidvaccine
http://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afety.html
http://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faq.html
http://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expect/after.html
http://portal.ct.gov/Coronavirus/COVID-19-Vaccinations---FAQ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