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은 모두를 

보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COVID-19 백신에 대해 

 
톰킨스 카운티 보건부는 모두가 자격이 될 때 백신을 맞는 거를  

권유합니다. 

 

모두가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역할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손씻기, 그리고 모임 규칙 지키는 것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백신은 안전한가요? 

네. COVID-19 백신은 다른 백신들과 같이 엄격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뉴욕주에서는 COVID-19 

합동조직도 백신은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승인했습니다. 백신이 사용될 동안 FDA 랑 CDC 는 새로운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감시합니다. 

 

아이들도 현재 백신을 맞아도 되나요? 

안됩니다. Pfizer 백신 임상시험에 16 세미만 참가자들이 없었습니다. Moderna 임상시험에도 18 세미만 

참가자들이 없었슴으로 아이들은 백신을 맞을 수 없습니다. 첫번째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 

위해 임상시험이 계획되고 벌써 시작됬습니다. 

 

이미 감염됐으면 백신을 맞을까요? 

네. 과학이 보여주기에는 백신이 감염된이후로 받는 예방보다 더 강하고 긴 예방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COVID-19 에 걸리셨으면 10 일 자가격리가 끝난 이 후에만 백신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COVID-19 을 안 걸리도록 해주나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Pfizer 하고 Moderna 백신들을 적절히 투여하면 90-95%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현재 임신했거나 모유수유를 하면 괜찮나요?  

의사랑 상의하세요. 아직도 임신했거나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들은 특별이 조심해야되나 연구 중입니다. 

의사는 최신정보를 가지고 있을겁니다. 

 

백신을 맞으면 앞으로 COVID 검사는 양성 결과가 나오나요?  

   아니요. 승인된 백신은 양성 결과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COVID-19 에 감염될 수 있나요? 

아니요. 미국에서 허락되거나 검토중인 백신들은 감염되게 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백신 받은 후에 다른 사람을 감염되게 할 수 있나요? 

아마도요. 이 문제는 연구 중입니다. 가족 외에 사람들 만날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백신이 영국이나 다른 곳에서 온 변종을 막을 수 있나요? 

Pfizer 하고 Moderna 백신이 바이러스 변종에 효율적인지 연구 중입니다. 과학자들은 백신이 영국 변종은 

막을 수 있지만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믿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은 무었인가요? 

백신은 플루 백신과 같이 주사 입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주사 맞은 장소에 통증, 피로, 두통, 근육통, 하고 

열 입니다. 웹사이트에 정보들이 있습니다.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나요? 

뉴욕주는 다양한 요인을 보면서 개인이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요인들에 나이, 직업, 하고 

질환이 있으신지 포함됩니다. 규정들은 예고없이 변형될 수 있고, 보건부는 모두가 알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데 얼마 입니까? 

백신을 맞는데 요금이 없습니다. 의료보험이나 Medicare Part B 가 있으시면 카드를 진료소에 

가져오세요. 

 

백신 현장에 뭐를 가져와야 됩니까? 

나이때문에 백신 맞을 자격이 되시면 생년월일 하고 뉴욕주민이라고 보여주는 신분증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직업때문에 백신 맞을 자격이 되시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는 서류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웹사이트에 완성정보가 있습니다. 

  

두번째 백신을 언제 맞나요? 

Moderna 백신은 첫번째 맞은 이후 28 일, Pfizer 백신은 21 일 이후에 두번째 맞습니다. 두번째 백신 예약은 

백신 진료소를 떠나기 전에 합니다. 두번째 백신은 첫번째를 맞은 장소에서 맞아야 합니다. 두번째 백신과 

뉴욕주의 주간의 배당한 복용량을 따로 세고 배급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2-1-1 (877-211-8667)에 전화하시거나 

COVID19vaccines@tompkins-co.org 에 이메일을 보내세요.                                 www.tompkinscountyny.gov/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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