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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COVID-19 백신은 바이러스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얻기 위해 2회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1차 접종 시에 부작용이 
있었다고 해도 2회차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의사 또는 백신 접종 제공자가 접종을 받지 않도록 조언하지 
않는 한 2회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백신 접종 후에는 보호 능력을 키우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났을 때 백신 완전 접종자로 간주합니다. 최종 접종 
전에 바이러스에 노출되었거나 신체가 완전한 면역력을 갖기 전에 노출된 
경우에는 COVID-19 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예방 접종을 받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공 장소 또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COVID-19 백신 접종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귀하는 며칠 동안 가볍거나 중간 정도의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가 보호 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정상적인 신호입니다. 이 부작용은 며칠 내로 
사라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부작용을 겪지 않으며 1차 접종 후와는 다른 부작용을 
2차 접종 후에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심하거나 중한 부작용을 
경험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접종받은 팔:
• 통증
• 발적
• 부기

나머지 신체 부위:
• 피로감
• 두통
• 근육통
• 오한
• 발열 또는 식은땀
• 메스꺼움, 또는 위장 장애

일반적인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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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도움말
백신 접종 후에는 어떠한 진통제든 가능한 한 참을 수 있을 만큼 기다린 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후 통증이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이부프로펜이나 아세트아미노펜(일반적으로 
타이레놀이라고 함)과 같은 일반 의약품 복용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세요.

예방 접종 후 의사가 투약 중단을 지시하지 않는 한, 평소 복용하던 약은 계속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투약하는 약물을 중단하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접종 부위 통증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방법:
•  해당 부위에 깨끗하고 차가운 젖은 물수건을 

댑니다.
• 팔을 사용하거나 운동을 합니다.

열로 인한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
•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  덥지 않게 느껴지는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백신 제공자에게 V-safe 가입 방법을 문의하세요.
V-safe는 COVID-19 백신 접종 후에 임의의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에 있어 CDC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온라인 툴입니다. 또한 2차 접종이 필요할 때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www.cdc.gov/vsafe에서 V-safe 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언제 의사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부작용은 정상적입니다. 이럴 때는 의사 또는 건강 돌봄 
제공자에게 전화하세요:
•  접종 후 24시간 이내에 발적 또는 압통이 24시간 후에 권리가 관리자  

권한(또는 1 일) 후에 악화되기 시작하는 경우.
•  부작용이 걱정되거나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경우.
•  귀하가 존슨 앤 존슨 백신을 맞았고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심한 두통, 

요통, 새로운 신경학적 증상, 심한 복통, 숨가쁨, 다리 부종, 점상 출혈(피부에 
작은 붉은 반점) 또는 새로 멍이 생기거나 쉽게 멍이 드는 경우.

v-safe
 백신 접종 후

건강 확인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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