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은효과가있습니다
일부 백신이 다른 백신보다 효과가 좋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정보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임상시험에따르면사용가능한모든백신은코로나19 예방에매우효과적이었습니다. 백신은

다양한 시점과 장소에서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백신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는심지어다른코로나19 종에대해테스트되었습니다.

전체 회차의 백신 접종을 받은 후에도 코로나19에 확진될 수 있지만, 실제로 아프거나 병원에

갈 필요는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각 회차의 백신은 중증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최소 85%의 효능을 입증했습니다. 백신은 또한 다양한 코로나19 증상을

예방해주었습니다.

• Johnson & Johnson (Janssen), 74%

• Pfizer-BioNTech, 95%

• Moderna, 94%

백신은안전합니다
미국에서보유하는코로나19 백신은미국역사상가장강도높은안전모니터링을
거쳤습니다1.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미국식품의약국) 이모든백신에대해정식
사용을승인했거나긴급사용을승인했다는것은 FDA가심각한안전문제를발견하지못했다는
뜻입니다.

백신은 대중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위해 계속 모니터링됩니다. 미국에는

안전성문제를찾고발생시이를신속하게파악할수있는여러시스템이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안전성: 
알아야할사항

부작용은정상입니다
백신으로 코로나19에 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징후입니다. 2회 접종의 경우 2차 접종 후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사를 맞은 후 하루나 이틀 정도 휴식을 취하고 회복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2회 접종이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의경우 2회접종을받도록하십시오. 두번째접종후 2주가지나야완전히보호됩니다.

1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afety of COVID-19 Vaccines(코로나19 백신의안전성)”. 2021년 3월 25일, 온라인이용가능: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afety/safety-of-vaccines.html (영어로만제공).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afety/safety-of-vaccines.html


Moderna 백신시험4의참가자는
다음과같습니다:

알레르기반응의징후
백신에대한알레르기반응은매우드물지만발생할수있습니다. 클리닉에서백신 접종
후 최소 15분 동안 귀하를 관찰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들은 대응
방법및귀하를도울방법을훈련받았습니다.

클리닉을 떠난 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911로 전화하십시오. 알레르기 반응의
징후로는 호흡 곤란, 얼굴과 목의 부기, 빠른 심장 박동, 전신 발진, 현기증, 힘 없음이
있습니다.

안전성문제가있는지확인할수있도록도와주세요
V-safe에 가입하여 부작용을 보고하십시오: vsafe.cdc.gov(영어로만 제공). 귀하의 참여는 안전한
백신을공급하는데도움이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백신 제공자는 Vaccine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VAERS, 예방 접종 이상
반응 보고 시스템)에 심각한 부작용을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FD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질병통제 예방 센터) 및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Health(DOH, 워싱턴주
보건부)는 VAERS를사용하여추세또는가능한문제를감시합니다.

vaers.hhs.gov(영어로만제공) 에서보고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다양한인종과민족의

사람들이시험에

참여했습니다

과학자들은수만명의사람을

대상으로각백신을테스트했습니다.

Pfizer-BioNTech 백신시험2의
참가자는다음과같습니다:

Johnson & Johnson 백신시험3의
참가자는다음과같습니다:

2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Briefing Document: Pfizer-BioNTech COVID-19 Vaccine”, Vaccines and Related Biological Products Advisory 
Committee(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 회의. 2020년 12월 10일, 온라인이용가능: https://www.fda.gov/media/144245/download (영어로만제공).
3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Briefing Document: Janssen Ad26.COV2.S Vaccine for the Prevention of COVID-19”, Vaccines and Related 
Biological Products Advisory Committee Meeting. 2021년 2월 26일, 온라인이용가능: https://www.fda.gov/media/146217/download (영어로만
제공). 
4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Briefing Document: Moderna COVID-19 Vaccine”, Vaccines and Related Biological Products Advisory 
Committee Meeting. 2020년 12월 17일, 온라인이용가능:  https://www.fda.gov/media/144434/download (영어로만제공). 

https://vsafe.cdc.gov/en/
https://vaers.hhs.gov/
https://www.fda.gov/media/144245/download
https://www.fda.gov/media/146217/download
https://www.fda.gov/media/144434/download


백신은아동, 임산부및기저질환이있는사람에게안전하고효과적입니다. 더
많은사람들이백신을접종할수록안전성과부작용에대한자료를계속더많이
얻을것입니다. 자료에따르면 COVID-19 백신은안전하며, 심각한부작용
사례는드물게나타납니다.

백신접종에대한우려가있는경우의료서비스

제공자또는클리닉직원에게문의하십시오

알레르기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은

백신성분에알레르기가없는모든사람에게

백신을권장합니다. 

• 코로나19 백신에대한알레르기반응은

폴리에틸렌글리콜(PEG) 및

폴리소르베이트라고하는백신의지방에

의해발생하는경우가많습니다. 

• 백신에는식품에서발견되는것과같은

일반적인알레르기항원이없기때문에

대부분의다른알레르기는코로나19 백신을

맞을때문제가되지않습니다. 예를들어, 

백신에는달걀, 라텍스, 방부제가없습니다. 

윤리

코로나19 백신성분은안전하며백신이제

역할을수행하는데필요합니다. Johnson & 

Johnson 백신의한조각은원래 35년전에

발생한선택적낙태에서나온실험실에서키운

세포사본내부에서만들어집니다. 수두, 풍진, 

A형간염을포함한다른많은백신도같은

방식으로만들어집니다. 백신에는인간

세포(태아세포포함), 코로나19 바이러스, 

라텍스, 방부제또는돼지고기제품이나

젤라틴을포함한동물부산물이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백신은달걀에서배양되지않으며

달걀제품을포함하지않습니다. 

의학적상태

• 연구에따르면코로나19 백신은질병이있는

사람에게도안전하고효과적이었습니다. 각

백신시험참가자의 20~45%는비만, 당뇨병, 

심장병, 간질환및 HIV와같은조건을

가지고있었습니다.  

• 면역체계가약하거나자가면역질환이

있는사람들의백신사용에대한안전성

데이터는제한적입니다. 이들은코로나19에

걸리면더심각한질병에걸릴위험이있기

때문에 CDC는백신접종을받을것을

권장합니다.

• 임신및출산관련의료전문가들은임신

중이거나수유중이거나임신을계획중인

여성들에게 COVID-19 백신접종을

권고합니다. 자료에따르면 COVID-19 

백신은임신기간중에도안전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일부연구에따르면

백신을접종한부모가임신과수유를통해

COVID-19에대한항체를태아에게전달할

수도있습니다. 임산부는 COVID-19으로

인한사망은물론위중증질환에걸릴

위험이있습니다. 따라서백신이최고의

방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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