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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COVID-19)
                                              

 

 
 

코로나19 사실 자료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 접종시, 접종 후 알아야 할 사항 
 

12세 이상의 모든 오하이오주 주민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자격이 있으며 준비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백신 

접종을 계획하는 방법과 백신 접종 예약 시 진행 사항과 백신 접종 후 진행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백신 접종을 받기로 하셨다면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 확신을 가지고 백신 접종을 받으세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의료 제공자, 지역 보건부 또는 오하이오 

보건부(ODH)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이용해 백신을 조사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답을 찾아보십시오.  

o CDC는 가장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신은 심각한 

코로나19 질환, 입원 및 사망의 위험을 낮추는 데 안전하고 효과가 높습니다. 일부의 경우 의학적 질환 

또는 알레르기에 따라 더 나은 백신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령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화이자(Pfizer) 백신은 12~17세에 대해 사용이 승인된 유일한 백신입니다. 

모더나(Moderna) 및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은 모두 18세 이상에 대해 사용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12세 미만의 유아에게 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은 없습니다. 

o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지속적인 예방 조치를 계속하면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은 집단 면역 수준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어 면역이 없는 사람의 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백신이 본인의 의학적 질환이나 이력에 대해 안전한지 확인하십시오. 백신 알레르기에 대한 이전 이력이 

있습니까? 현재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자가 격리 중입니까? 코로나19 백신 또는 폴리소르베이트에 있는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지난 2주간 다른 예방 접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약하기 전에 의료 제공자와 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임신했거나 수유하는 경우에는 

백신을 맞아도 되지만 먼저 의료 제공자와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한 CDC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o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백신은 낮은 혈소판과 혈전(혈전증을 동반한 혈소판감소 증후군 또는 

TTS)이라는 희귀하지만 심각한 부작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0일간의 중단 기간에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안전 데이터를 검토한 후 CDC와 FDA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 알려진 잠재적 보호 이점이 알려진 

잠재적 위험보다 높아 미국 내 18세 이상에 대한 이 백신의 접종 재개를 권고했습니다. 

▪ 이 부작용은 드물고 18~49세 사이의 백신 접종 여성에서 100만 명당 약 7명의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세 이상의 여성과 모든 연령의 남성에게 이 부작용은 더욱 

드물었습니다. 

▪ 50세 미만의 여성은 혈전증을 동반한 혈소판감소 증후군(TTS)에 대한 드물지만 증가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체적인 백신 옵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은 Pfizer 또는 

Moderna 코로나19 백신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http://coronavirus.ohio.gov/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general_fact_sheet.pdf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about-vaccines/vaccine-benefits.html
https://www.cdc.gov/
https://www.cdc.gov/
https://odh.ohio.gov/wps/portal/gov/odh/find-local-health-districts
https://odh.ohio.gov/wps/portal/gov/odh/home
https://odh.ohio.gov/wps/portal/gov/odh/home
https://odh.ohio.gov/wps/portal/gov/odh/home
https://odh.ohio.gov/wps/portal/gov/odh/home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covid-19-how-vaccines-work.pdf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covid-19-vaccine-safety.pdf
https://www.cdc.gov/vaccines/covid-19/downloads/pre-vaccination-screening-form.pdf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afety/allergic-reaction.html#:~:text=If%20you%20have%20had%20a,get%20the%20second%20dose.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afety/JJUpda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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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을 접종한 후 3주 간 사람들은 낮은 혈소판이나 혈전 증상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환자는 의료 

제공자에게 백신 접종 이력을 알리고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두통 또는 흐린 시야. 

• 숨가쁨. 

• 흉통. 

• 다리 부종. 

• 지속적인 복통. 

• 주사 부위 너머 피부 아래에 쉽게 드는 멍이나 작은 핏덩어리. 

▪ 백신 접종 이후 첫 며칠간 약한 두통이나 독감과 같은 증상은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백신에 대한 면역 체계 반응으로 일어나는 무해한 부작용입니다. 

•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 제공자를 찾으십시오. 오하이오 보건부(ODH)에서 

제공하는 백신 관리 솔루션(VMS)은 오하이오 주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제공자를 

찾고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 업데이트와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종합(all-in-one) 자원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gettheshot.coronavirus.ohio.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읽고 웹사이트의 교육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더불어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접수하는 오하이오 전역의 코로나19 백신 제공자 장소에 대한 

지도를 확인하십시오. 카운티나 우편번호로 검색하여 제공자와 연락처 정보 목록을 확인하면 됩니다.  

• 백신 접종 예약을 잡으십시오. 많은 장소에서 접종 예약을 잡아야 하며 일부 장소에서는 현장 방문으로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gettheshot.coronavirus.ohio.gov를 방문하여 백신 접종 예약을 잡으십시오. 

오하이오주에서는 집단 백신 접종 장소와 클리닉을 후원하여 백신이 더욱 접종하기 쉬워지면서 모든 

오하이오 주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는 선착순 기준으로 백신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는 드라이브스루나 현장 방문 클리닉일 수 있습니다. 백신 제공자와 

확인하여 백신 접종 예약 시 지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이 필요하지 않은 

클리닉에서 백신을 접종할 예정인 경우 자격 여부에 대한 지침, 지참 항목, 클리닉을 방문하기 전에 

클리닉에서 준비를 돕는 방법 등을 읽거나 이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통역사나 특별한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제공자에게 연락해 어떤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청소년 또는 10대에 대한 접종을 예약하십시오. 12세 이상의 개인은 이제 Pfizer 백신을 접종할 자격이 있으며 

이는 12~17세의 개인이 사용하도록 승인된 유일한 백신입니다. 현재 어떠한 코로나19 백신도 12세 미만의 

유아에게는 사용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진료실, 백신 클리닉, 지역 보건부, 병원, 

지역사회 건강 센터 등을 비롯해 주 전역에서 청소년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장소는 몇백 곳이 됩니다. 

그러나 12세를 둔 부모의 경우, 현재 주법에 따라 12세 이하의 청소년은 약국에서 백신을 접종하려면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이들은 약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든 접종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의 

청소년은 처방전이 필요 없으며 gettheshot.coronavirus.ohio.gov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약국이나 다른 모든 백신 

제공자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방 접종을 받을 때 

• 코로나19에 걸렸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방문하기 전에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고 지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격리 또는 예방 격리 기간이 지나면 접종 예약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http://coronavirus.ohio.gov/
https://gettheshot.coronavirus.ohio.gov/
https://gettheshot.coronavirus.ohio.gov/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general_fact_sheet.pdf
https://gettheshot.coronavirus.ohio.gov/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vaccine-management-solution-faqs.pdf
https://coronavirus.ohio.gov/wps/portal/gov/covid-19/covid-19-vaccination-program/get-the-shot/get-the-shot
https://vaccine.coronavirus.ohio.gov/
https://gettheshot.coronavirus.ohio.gov/
https://coronavirus.ohio.gov/wps/portal/gov/covid-19/covid-19-vaccination-program/resources/covid-19-mass-vaccination-cli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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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하기 전.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식사를 잘하고 많은 양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CDC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기절하는 일이 청소년에게 더 흔하기 때문입니다. 접종 전날밤 최대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상박(윗팔)에 

접근이 쉽도록 반팔이나 소매가 없는 셔츠를 입어야 합니다. 추운 날씨라면 셔츠 위에 가디건이나 재킷을 걸쳐 

빠르게 벗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예약 장소에 갈 때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실내 또는 실외에서 또는 본인의 차량에서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과 최소한 6피트 이상 떨어져 있을 준비를 하십시오.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 줄에서나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6피트 거리를 두십시오. 

• 신분증을 지참하십시오: 백신 제공자는 접종자의 신원, 이름,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필요로 합니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 증빙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분증이 만료되었거나 다른 주 또는 국가에서 발급된 

경우에도 여전히 허용됩니다. 일부 인정되는 신분증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o 만료일 또는 출신지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o 현역/은퇴한 군인 신분증. 

o 의사 진단서(주사 기록 포함). 

o 인구 조사 기록. 

o 입양 기록. 

o 귀화 증명서. 

o 출생 증명서: 원본 또는 인증 사본의 출생 

기록. 

o 영사관 신분증.  

o 여권.  

o 시민권 증명서. 

o 영주권 카드. 

o 귀화/시민권 대체 서류 신청서. 

o 국무부 양식. 

▪ 병역 기록 (DD-214) 

▪ 미국 시민의 해외 출생 증명서 (FS-545) 

▪ 미국 시민의 해외 출생 신고 증명서 
(DS-1350) 

▪ 미국 시민의 해외 출생에 대한 영사 

보고서 (FS-240) 

▪ 취업 허가 문서 (I-766/EAD) 

▪ 여행 증명서 (I-797F) 

•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동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도 독립 상태를 부여받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은 

모든 백신에 대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와 동행해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단, 백신 접종이 의사 진료실, 학교 기반 또는 학교 관련 클리닉 

환경이나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VMS를 통해 백신 접종 예약을 하는 경우 부모/법적 

보호자는 디지털 동의를 제공하도록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백신 제공자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 추가 논의를 원할 수 있는 위험 요인 또는 질환을 

알아보기 위해 알레르기 및 기타 건강 상태에 대한 일련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알레르기, 출혈 장애가 있거나 

혈액 희석제를 사용 중인 경우, 면역력이 약한 경우 또는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임신할 계획이 있는 경우, 모유 수유 중인 경우, 다른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지난 14일 동안 

백신을 맞은 적이 있는 경우, 이력을 공유하십시오. 그렇다고 백신을 맞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사전에 

의료인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사 위치: 코로나19 백신은 팔 위쪽 삼각근에 대한 주사로 접종합니다. 주사는 어깨로부터 손가락 세 개 너비 

정도의 아래 근육 안으로 놓습니다. 팔 위쪽이 잘 드러나는 복장을 착용하십시오. 

http://coronavirus.ohio.gov/
https://www.cdc.gov/vaccines/parents/by-age/years-13-18.html
https://www.cdc.gov/vaccines/parents/by-age/years-13-18.html
https://www.cdc.gov/vaccines/parents/by-age/years-13-18.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aily-life-coping/doctor-visits-medicine.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aily-life-coping/doctor-visits-medicine.html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covid-19-fact-sheet-forms-of-id.pdf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covid-19-fact-sheet-forms-of-id.pdf


더 많은 정보는 coronavirus.ohio.gov에서 확인하십시오 

 

• 불안함을 느낄 경우: 접종 전에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하고 진정되는 무언가를 떠올리도록 하십시오. 

주사바늘을 쳐다보지 않도록 하고 주사를 맞을 팔에 힘을 풀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접종 경험에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간단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숨을 크게 

쉬도록 하고 백신 접종을 받을 때 말을 걸어 주의를 흩트러뜨림으로써 자녀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 비용 지급은 불필요합니다. 백신 접종자에게는 개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 보험이 있는 경우 백신 

제공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백신 접종 이후에는 반응이 없는지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모든 사람은 최소 15분간 

가능한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대기해야 합니다. 이전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겪었던 

사람이나 백신 또는 주사 치료에 즉각적인 알레르기 반응 유형을 겪었던 사람은 백신을 접종한 후 최소 30분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백신 카드와 정보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어떤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는지, 어떤 날짜에 맞았는지, 어디에서 

맞았는지를 나타내는  

백신 접종 카드나 안내 자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 카드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두 번째 접종 시 

지참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추가적인 부스터 접종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카드를 코팅하지 마십시오. 백업을 

위해 휴대폰에 사진을 찍어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본인이 접종한 특정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는 정보 자료를 받게 됩니다. FDA 웹사이트에서도 여러 언어로 된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카드를 잃어버릴 경우: 

o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를 첫 번째 예약 시 받지 못한 경우 첫 번째 접종을 받은 백신 제공자 장소에 

연락하십시오.  

o 백신 접종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사본이 없는 경우 백신 제공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백신 접종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어떤 이유에서든 백신 제공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 없을 경우 지역 

보건부( https://odh.ohio.gov/wps/portal/gov/odh/find-local-health-districts)에 문의하여 백신 접종 카드 확인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o v-safe 또는 VaxText에 등록한 경우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 백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다음 지침에 따라 오하이오주 보건부에서 백신 접종 기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public-instructions-to-access-impactsiis-record.pdf.  

o 백신 정보를 확인하려는 모든 노력을 다한 후에도 사본이나 백신 카드 대체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백신 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http://coronavirus.ohio.gov/
https://www.vaccines.gov/get-vaccinated/for_adults
https://www.cdc.gov/vaccines/parents/visit/less-stressful.html
https://www.cdc.gov/vaccines/parents/visit/less-stressful.html
https://www.cdc.gov/vaccines/parents/visit/less-stressful.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afety/allergic-reaction.html
https://www.fda.gov/emergency-preparedness-and-response/coronavirus-disease-2019-covid-19/multilingual-covid-19-resources
https://odh.ohio.gov/wps/portal/gov/odh/find-local-health-districts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public-instructions-to-access-impactsiis-recor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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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이후 

• 경미한 부작용은 일반적입니다. 백신을 접종한 많은 사람들은 경미한 부작용을 보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연관된 일반적인 부작용은 주사 부위의 발적, 통증 또는 부종, 근육 또는 관절 통증, 발열, 오한, 

피로감과 두통 등 다른 백신과 연관된 부작용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독감과 같이 느껴질 수 있으며 

일상적인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며칠 후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는 신체에서 면역을 만들고 있다는 

정상적인 신호입니다.  

o 백신 접종 후 기절: CDC에 따르면 백신 접종 이후 기절하는 것은 성인보다 청소년에게서 흔한 일이며 

대부분의 경우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할 때 앉거나 누운 자세를 

통해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백신을 접종한 후 15분 정도는 앉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또는 

자녀가 백신 접종 이후 관찰하는 시간 동안 무력함을 느끼거나 어지럽거나 땀이 나는 것 같은 경우 

현장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 간 누워 있어야 합니다. 적당량의 물이나 주스를 마시고 간식을 먹어 

수분을 보충하고 혈당을 조절하십시오. 

o 부작용을 치료하십시오.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는 경우 이부프로펜이나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일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주사 부위의 통증과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차갑게 젖은 천을 주사 부위에 대십시오. 팔을 움직이고 운동하도록 하십시오. 발열로 인한 

불편감을 줄이려면 물을 많이 마시고 얇게 입어야 합니다.  

o 의사에게 연락하거나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부작용이 며칠 후에도 사라지지 않거나 심해지는 경우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일부 

백신 부작용은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합니다.  

• 관찰 후 그리고 예방접종 장소를 떠난 후 가려움증이나 붓기 등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고 생각되면 백신 제공자에게 증상을 보고하십시오.  

•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예를 들어,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드물게 나타납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에피네프린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입원으로 이어질 때 심각하다고 간주합니다. 

CDC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러한 부작용을 경험한 드문 수의 사람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백신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o 백신 접종 장소를 벗어난 이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호흡기 

불편감, 어지러움, 기절, 빠른 심박, 두드러기나 입술, 얼굴 또는 목의 부종 등 

아나필락시스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응급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o 7~14일 이후, 호흡곤란, 흉통, 다리 부종, 지속적인 복통, 신경 증상(심각한 또는 

지속적인 두통이나 흐린 시야) 또는 접종 부위 너머의 점상출혈(빨간 점)이 있을 경우 

즉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o 부작용/반응 보고: CDC와 미국 식약청(FDA)에서는 백신 접종자나 제공자가 잠재적인 반응(또는 

부작용)을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VAERS)에 보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CDC는 또한 v-safe라 

불리는 백신 접종자를 위한 새로운 스마트폰 기반 도구를 도입했습니다. 이 도구에 등록한 사람은 

문자 메시지와 웹 설문조사를 사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 체크인 알림을 받게 됩니다. 이 도구는 또한 

접종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본인이 겪고 있는 부작용을 CDC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V-safe는 두 번째 접종 알림도 제공합니다. 

http://coronavirus.ohio.gov/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expect/after.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expect/after.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expect/after.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expect/after.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afety/allergic-reaction.html
https://www.fda.gov/safety/reporting-serious-problems-fda/what-serious-adverse-event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afety.html
https://vaers.hhs.gov/reportevent.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afety/vsaf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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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접종을 예약하십시오. Pfizer 백신과 Moderna 백신은 두 번의 접종이 필요합니다. Johnson & Johnson 

백신은 한 번의 접종이 필요합니다. 2회 접종 제품을 접종하는 오하이오 주민들은 백신끼리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제조사에서 나온 백신을 두 번째로 접종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접종 시 두 번째 예약이 되지 않은 

경우 달력에 기한을 표시해 예약을 진행하십시오. 

o Pfizer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두 번째 접종은 첫 번째 접종 21일 이후입니다.  

o Moderna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두 번째 접종은 첫 번째 접종 28일 이후입니다. 

o 4일의 유예기간 내에 접종하는 두 번째 용량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수로 유예 기간 전에 

접종했더라도 접종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o 그러나 권장된 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라면 코로나19 백신의 두 번째 용량은 첫 번째 접종 이후 최대 

6주(42일)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격을 지나서 접종하더라도 접종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 면역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신체에서 보호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마지막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완전히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완전히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일상적인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안전한 시기: 마지막 접종 이후 2주가 지나면 

완전히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특정 상황에서는 예방 조치를 더 적게 취해도 됩니다. CDC에서는 같은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안전한 방문, 코로나19가 있는 사람과의 접촉 이후 해야 할 일, 특정 실내 또는 실외 활동에 

참여하는 백신 접종자 또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 등에 대한 권장 사항을 내놓고 있습니다. 

o 완전히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마스크를 쓰거나 6피트 거리를 두지 않고도 접종을 완료한 다른 사람과 

실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o 완전히 접종을 완료한 개인은 마스크를 쓰거나 6피트 거리를 두지 않고도 다른 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연령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실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모두 함께 거주하는 친척과 

방문한 경우). 단, 이 사람들이나 이들과 거주하는 사람들 중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질환에 높은 

위험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o 완전히 접종을 마친 개인은 스타디움, 콘서트, 많은 관중이 있는 행사 등 사람들이 많은 특정 상황이나 

공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실외에서 모이거나 활동할 수 있습니다. 

o 완전히 접종을 완료한 개인은 코로나19가 있는 사람과의 접촉 후 코로나19 증상이 없다면 격리와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체로 생활하는 접종 완료자(교정 시설 또는 구금 시설이나 대용 수용 

시설)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주변에 있는 접종 완료자는 14일간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증상이 없다 할지라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o 미국에서 여행하는 접종 완료자는 여행 전후로, 또는 여행 후 자가격리 전후에 검사를 받거나 여행 

후의 자가 격리를 전후하여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예방 조치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CDC에서는 접종 완료자는 공공장소에 있을 때, 여러 가구에서 생활하는 

백신 미접종자를 방문할 때,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백신 미접종자와 가까이 있을 

때 계속해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o 실내의 공공 장소, 하나 이상의 가구에서 온 어린이를 비롯해 백신 미접종자와의 실내 모임,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질환이나 사망의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 또는 위험이 높은 사람과 거주하는 

사람을 실내에서 방문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는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o 실내의 대규모 모임을 피하십시오. 

http://coronavirus.ohio.gov/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different-vaccines/Pfizer-BioNTech.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different-vaccines/Pfizer-BioNTech.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different-vaccines/Moderna.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different-vaccines/Moderna.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aily-life-coping/participate-in-activities.html


더 많은 정보는 coronavirus.ohio.gov에서 확인하십시오 

 

o 여행을 떠나는 경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국을 향하거나 미국 내 

또는 미국 외에서 항공기, 버스, 기차, 다른 형태의 대중 교통 이용 시 및 공항이나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o 국제 여행을 떠나는 접종 완료자는 목적지 국가의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은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떠나기 전에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러한 개인은 미국에 도착하는 국제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에 음성 검사 결과나 코로나19 회복 

기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이러한 개인은 국제 여행 이후 3~5일이 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러한 개인은 미국에 돌아온 이후 자가 격리가 불필요합니다. 

o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를 받으십시오. 

o 기저 질환이 있거나 면역 체계를 약화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료 제공자와 본인의 

활동에 대해 상담해야 합니다. 이들은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계속 실천해야 할 수 

있습니다. 

o 고용주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 주십시오. 

o CDC 및 보건부 여행 요건과 권장 사항에 따라 주십시오.  

 

예방접종과 지속적인 예방조치가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최상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2021년 5월 12일 업데이트.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coronavirus.ohio.gov에 방문해 주십시오. 코로나19 관련 질문의 경우 1-833-4-ASK-ODH 

(1-833-427-5634)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 연중무휴 24시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CareLine에 1-800-720-9616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http://coronavirus.ohio.gov/
http://coronavirus.ohio.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