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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및 위험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2회 투여의 이점과 위험을 알아 두십시오. 이
백신을 맞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예방 접종 제공자에게 문의하세요.

이 백신에 대한 사실 정보

모든 코로나19 백신과 마찬가지로, 이 백신은 코로나19 전염병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식품
의약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백신은 한달 간격으로 근육에 주사하는 2회 투여용입니다.

이 백신의 이점

이 백신은 한 달 간격으로 2회 투여한 후 코로나19로 인한 질병, 입원 또는 사망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보고된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의 반응 및 두통, 매우 피
곤한 느낌, 근육통, 메스꺼움 및 발열이 있습니다.

이 백신과 관련된 위험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받으면 약간의 위험이 있지만, 예방 접종의 이점이 위험보다 큽니다.
• 심한 알레르기 반응: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몇 분 또는 한 시간 후에 나타나는 심한 알레르
기 반응 (호흡 곤란, 얼굴 및 목의 부기, 빠른 심장 박동, 전신의 심한 발진, 현기증, 무력감)을
일으킬 가능성이 약간 있습니다.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9-1-1에 전화하세요.
• 심근염 및 심낭염: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때보다는 2차 접종 후 며칠 내에 특히 청소
년과 젊은 성인에서 심근염 (myocarditis) 및 심낭염 (pericarditis) 사례가 드물게 발생했습니
다. 가슴 통증, 숨가쁨,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팔딱거리거나 두근거리는 느낌을 포함하여 심
근염이나 심낭염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9-1-1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병원으로 가세요. 신경이 쓰이거나
사라지지 않는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 예방 접종 제공자 또는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
락하세요.

예방 접종 옵션

이 백신을 맞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다른 백신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

모더나 코로나 19 백신, CDC: 코로나바이러스, mRNA 코로나19 백신 이해하기, 모더나 코로나
19 백신 개요 및 안전성, 을 참조하거나1-866-663-3762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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