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안전한가요?
A. 국내 허가된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심사 시 안전성 검증을 실시
한 후 허가 되었습니다.
임상시험을 비롯해 비임상시험, 품질, 위해성 관리계획, 제조·품질관리 등
허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각 분야의 심층적인 심사와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면, 인체의 면역체계가 코로나19 바
이러스의 침입에 어떻게 싸워야 할지 배우게 되어, 우리 몸이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로 아프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중증 감염이나 사망에 이르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 백신 효과는 언제까지 지속되나요?
A.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바이러스-19가 발견된 이후 개발된 백신이므로,
백신의 예방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만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00% 예방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나요?
A.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언제 마스크
를 벗고, 거리두기를 중단해도 되는지를 결정할 증거가 현재까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예방효과에 대해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서는 예방접종뿐 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수칙도 지속 준수해야 합니다.

Q. 코로나19 백신의 예방원리 및 종류는?
A.

Q. 코로나19 백신 진실 혹은 거짓
A.

Q.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무엇이 있나요?
A.

￭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이는 정상적인 면역형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39℃ 이상의 고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미한 통증은 통증 부위에 깨끗한 수건으로 냉찜질을 하거나 미열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등의 방법으로 불편한 증상을 완화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전
신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 완화를 위하여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
며,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입국 시나 확진환자 접촉 시에 자가격리가 면
제되나요?
A. 아니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
지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정보는 어디에서 더 알아보면 되나요?
A.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http://www.코로나19예방접종.kr/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