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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COVID-19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백신을 맞아야 하나요? 

네. 이전에 감염되어 형성된 면역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COVID-19에 걸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보호를 위해 백신을 2번 

접종하십시오. 

 

어떤 백신이 더 나은가요? 

Health Canada가 승인한 모든 COVID-19 백신은 COVID-19로 인한 중증 

질환을 예방합니다.  

 

mRNA 백신을 교차접종할 수 있나요? 

두 개의 mRNA 백신(모더나와 화이자)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차접종해도 안전합니다. 더 효과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보호를 위해서는 꼭 

두 번 접종하십시오.  

 

자가면역 질환 및/또는 기타 질병이 있는데 백신을 맞아도 되나요? 

네. COVID-19 백신 수백만 접종분이 지금까지 심장병, 천식, 당뇨, 관절염, 

암, 장기이식 등 다양한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종되었습니다. 백신은 

COVID-19로 인한 중증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의료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맞아도 안전한가요? 

COVID-19 백신에는 계란, 젤라틴, 보존료, 항생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 의료전문가가 귀하와 함께 백신 성분을 검토할 

것입니다. 접종 후 최소 15분간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모니터링합니다. 

모든 이상 반응은 바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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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이 있나요? 

일부 사람에게는 두통, 열, 오한 또는 접종부위 통증 같은 경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2차 접종 후 나타나는 경우가 좀 더 

일반적입니다. 이상반응은 1~3일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증상 완화를 위해 

접종 후 일반의약품을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약물이나 술을 하는데, 백신을 맞아도 안전한가요?  

네. 약물이나 술을 하시는 분에게도 백신 접종은 안전합니다.  

 

두 번 모두 접종하고 나면 ‘일반적인’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나요? 

COVID-19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은 완전접종자로 간주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완전접종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타인과 최소 2미터 거리를 

유지해주시고, 거리 유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실내 공공장소나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씻어주십시오.  

 

백신 접종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 COVID-19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일부 공중보건 

조치들이 해제되고 비즈니스가 운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좋아하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o 취약한 가족이나 친구들을 편안하게 만남 

o 여행 

o 예술, 오락 또는 스포츠 이벤트에 참여 

또한 백신 접종은 의료시스템에 걸리는 과부하를 줄여 주기 때문에 수술 및 

기타 치료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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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toronto.ca/COVID19 을 방문하시거나 416-338-7600 번으로 토론토공중보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toronto.ca/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