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상되는 증상 알아 두기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귀하를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귀하의 몸이 보호 기능을 구축하고 있다는 

정상적인 신호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독감처럼 느낄 수 

있으며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부작용은 며칠 내에 사라질 

것입니다. 

 

 

백신을 맞은 팔: 

• 통증 

• 부종 

나머지 몸 전체: 

• 발열 • 피로감 

• 오한 • 두통 

 

  유용한 정보  
 대부분의 경우, 열이나 통증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불편함이 느껴지면, 아세트 

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과 같은 일반 의약품 복용에 

대해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예방 접종 카드를 줄 것입니다. 이 

카드의 사진을 찍어 놓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예방 접종 후 귀하의 몸이 보호 기능을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대부분의 코로나19 백신은, 같은 백신을 두 

번 맞아야 합니다. 백신은 두 번째 접종 후 2주 후에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귀하가 첫 번째 접종 후 부작용이 

있었더라도 백신 제공자 또는 귀하의 의사가 접종을 

반대하지 않는 한 두 번째 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주사를 맞은 부위의 불편함을 줄이는 방법: 

• 깨끗하고 찬 물 수건을 해당 부위에 갖다 

대십시오. 

• 팔을 사용하거나 운동을 하십시오 

열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는 방법: 

•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예방 접종을 완전히 마친 후에는, 다음 사항을 계속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옷을 가볍게 입으십시오. 

 

  주치의에게 연락하십시오  • 손을 씻고 손의 위생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십시오. 

• 특히 집안에서 가족이 아닌 외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거리 유지에 신경을 쓰고 입과 코 위에 오도록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접종 후 24 시간 후에 주사를 맞은 부위가 빨개지거나 

쑤시는 경우. 

• 부작용이 걱정되거나 몇 일지 지난 후에도 

부작용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경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coronavirus-sd.com/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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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맞고 예방 접종 장소를 떠난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911에  

전화하여 치료를 받으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afety/allergic-reaction.html에서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인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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