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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19 백신 자료표

백신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Pfizer-BioNTech와 Moderna 백신은 두 가지 모두 바이러스에서 발견되는 무해한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의 신체에 전달하여, 우리가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항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백신은 
상완의 근육으로 들어가는 주사기를 사용하여 접종되며 1차와 2차 접종에 동일한 백신이 
사용됩니다. 백신은 2회 접종 후 94-95%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는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나요?

16세 이상은 Pfizer-BioNTech을, 18세 이상은 Moderna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19 백신을 맞지 않아야 합니다:

• 이전에 이러한 유형의 백신에 대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예: 아나필락시스)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백신의 성분표를 이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Pfizer-BioNTech vaccine 
monograph/Moderna-19 vaccine monograph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 지난 14일 동안 다른 백신(코비드-19 이외의 백신)을 맞은 경우.
• 코비드-19와 비슷한 급성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최소  

24시간 동안 발열이 없어야 합니다.
o 장기 요양 기관에 거주하고 있고 양성 진단을 받아 격리중이지만 증상들이 해소되고 
있는 경우에는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장기 요양 기관에 거주하고 있고 무증상 양성인 경우에는 양성 검사 후 최소 72시간이 
지난 후에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백신 접종 후 30분 정도 관찰하십시오:

• 출혈성 증상, 쉽게 멍이 들거나 혈액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
• 특정 음식물, 애완 동물 또는 라텍스에 대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 (예: 아나필락시스) 등과 
같은 병력이 있는 경우.

특이 체질에 대한 지침서를 참조하십시오: 특이 체질을 위한 예방 접종 권장 사항.

https://covid-vaccine.canada.ca/pfizer-biontech-covid-19-vaccine/product-details
https://covid-vaccine.canada.ca/pfizer-biontech-covid-19-vaccine/product-details
http://www.health.gov.on.ca/en/pro/programs/publichealth/coronavirus/docs/vaccine/COVID-19_vaccination_recommendations_special_populations.pdf
http://www.health.gov.on.ca/en/pro/programs/publichealth/coronavirus/docs/vaccine/COVID-19_vaccination_recommendations_special_populati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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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19 백신 접종을 받은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접종을 받은 후 진료소를 떠나기 전에 최소 15분을 기다리는 동안 몸이 좋지 않으면 바로 진료소 
직원에게 알리십시오.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주사 부위 통증, 발적, 부기
• 피로

• 두통

• 근육통 또는 관절통
• 발열, 오한
• 임파부종

• 설사

• 메스꺼움/구토

백신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은 매우 희소합니다. 그러나 접종 후 3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치료를 받거나 심하게 몸이 불편하면 911에 전화하십시오:

• 두드러기

• 얼굴이나 입이 붓는 경우
• 호흡 곤란
• 고열 (40°C 이상)
• 경련 또는 발작
• 매우 창백한 피부 및 심각하게 졸음이 오는 느낌
• 기타 심각한 증상 (예: “저린 느낌” 또는 마비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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