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백신 접종 후 예상되는 것

확인하기 쉬운 버전: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expect/after.html

COVID-19 백신접종은 COVID-19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몸에서 보호 체계를 만드는 정상적인
신호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일상 활동을 하는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며칠 이내에 없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흔한 부작용

접종을 받은 팔 부위:

접종 부위를 제외한 전신:

• 통증
• 발적

• 피로

• 오한

• 근육통

• 메스꺼움

• 두통

• 부기

도움이 되는 팁

• 발열

백신 접종 후 통증이 있거나 불편하다면 소염진통제나 해열제와 같은 일반의약품 복용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접종받은 부위의 통증과 불편을 감소하려면:

• 깨끗하고 시원한 젖은 수건으로 해당 부위를 눌러 줍니다.
• 팔을 사용하거나 팔 운동을 합니다.

의사에게 전화해야 할 때

발열로 인한 불편을 감소하려면:
• 수분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옷을 가볍게 입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발열이나 통증으로 인한 불편은 정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나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 접종 24시간 후, 접종을 받은 부위의 발적이나 누름 통증이 심해질 경우
• 부작용이 우려가 되거나 며칠 후에도 사라지는 것 같지 않을 경우

v-safe 시작에 대해 백신접종
제공자에게 물어보십시오.

COVID-19 백신 접종 후의 부작용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CDC에 알리십시오.두 번째 접종이 필요한
경우 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v-safe에 대해 자세히 보기.
www.cdc.gov/vsafe

기억할 사항

• 이러한 부작용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며칠 이내에 없어질 것입니다.

• 보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일부 COVID-19 백신은 2회에 걸쳐 접종해야 합니다. 백신접종 제공자 또는 의사가 2차 접종을 권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
차 접종 후 부작용이 있더라도 2차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 바이러스벡터 COVID-19 백신인 Johnson & Johnson의 Janssen COVID-19 백신의 경우 1회만 접종합니다.

• 백신접종 후 몸에서 보호 체계를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2회 접종을 필요로 하는 COVID-19 백신은 2차 접종 후 약 2주가 지날 때까지 백신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회 접종을 필요로 하는 COVID-19 백신의 경우, 몸에서 보호 체계를 만드는 데 백신접종 후 약 2주가 소요됩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중단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권고 사항을 보려면 CDC 홈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www.cdc.gov/coronavirus/vaccines.

의료 제공자는 아래의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귀하의 체온이 화씨

° 또는 섭씨

다음에 대해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십시오.

의료 제공자 전화번호:
의약품(필요한 경우):
매

시간마다 필요한 경우

° 이상이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종류와 용량 또는 분량)

을 복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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