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나티(화이자)를 접종한 분에게 ;

신종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 주의할 점

백신을 접종한 후에는
15분 이상 접종장소에서
앉아서 경과를 지켜 봐주십시오*
기다리는 동안에도 개인방역수칙을 지켜주십시오.
(마스크 하기, 옆 사람과 거리 두기, 대화를 자제하기 등)

* I과거에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중증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킨 적이 있는 분이나, 채혈 등으로 인해 몸 상태가 나빠졌었거
나, 실신을 한 적이 있는 분은 30분 정도 기다려 주십시오

접종일 당일:
◆ 접종 후, 바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증상에 대하여 :

아나필락시스;
・ 약이나 음식이 몸에 들어와서 짧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

・ 두드러기 등의 피부반응, 복통이나 구토 등의 소화기관장애,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혈압저하나
의식 저하(불러도 반응 없음)를 동반하는 경우를 아나필락시스 쇼크(과민성쇼크)라고 합니다.
・극히 드물지만, 접종 후 만약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바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백신접종장소 또는 의료기관에 의약
품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혈관미주신경반응;
・백신접종에 대한 긴장이나 강한 통증을 계기로 현기증이 나거나 얼굴이 창백해져 경우에 따라 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신체반응으로 일반적으로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자연 회복됩니다.
・넘어져서 부상이 생기지 않도록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경과를 지켜봐 주십시

○지나친 운동은 피해주십시오.

백신접종 당일 주의할 점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합시다. 접종 당일 목욕은
가능하지만 주사를 맞은 부분을 강하게 문지르지 않도록 합시다.

~ 수일 후 ;
◆ 접종

.

후, 수일 이내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증상에 대하여

발현 비율

증상

50% 이상

접종부위의 통증, 피로감, 두통

50% 이상

근육통, 오한, 관절통, 설사, 발열, 접종부위의 부기

1-10%

메스꺼움, 구토
코미나티 첨부자료에 따른 개편

○독감예방주사보다 통증이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의 대부분은 접종 후 수일 이내에 회복됩니다.
○1차 접종 시 발생하는 피로감이나 관절통, 발열 등의 증상은 2차 접종에서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신종코로나 백신에 관한 상담처

백신접종 후 몸에 이상이 있을 때 :

•백신을 접종한 의료기관이나 주치의
•히로시마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접종
콜 센터 082-513-2847

백신접종 전반에 관한 문의

히로시마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접종
콜 센터 082-513-2847

◎예방접종 건강피해 보상(구제)제도에 대하여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건강피해(병이 생기거나 장애가 남는 것)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종코로나 백신의 예방접종에 의해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방접종법에 따른 보상(의료비•장애연금의 지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주민표가 있는 시정촌(市町村)에 문의하십시오.

※건강피해가 예방접종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후생노동대신이 인정한 경우 시정촌(市町村)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시 예방접종•감염병•의료•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의 질병•장애 심사위원회에 의해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백신은 2회 접종합니다

●1회차 접종하시는 분에게:
• 백신의 효과를 충분히 보기 위하여, 동일한 백신을 일정 시간을 두고 2회 접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

2차 접종은 당일(1회차)로부터 3주 후에 가능하며, 3주가 경과된 경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

2차 접종의 예약방법에 대해서는 1차 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및 시정촌(市町村)의 안내를 확인해주십시오.

•

접종 후에 나타나는 증상의 종류에 따라 2차 접종을 받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접종 후에 염려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및 주치의와 상담하여 2차 접종에 대한 여부
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2회차 접종하시는 분에게:
•

백신접종은 이것으로 종료됩니다.

•

접종 후, 1차 접종과 마찬가지로 컨디션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해주십시오.

백신 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예방대책을 계속 지켜주십시오.
백신을 접종하신 분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시지만, 다른 사람에게로의 감염을 어
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백신접종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바로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백신을 접종하신 분도, 접종하지 않으신 분도 함께 생활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감염예방대책을 계속 지켜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가지 밀(密)(밀집•밀접•밀폐)]을 피하기, 마스크 착용, 비누로 손 씻기 그리고 손 소독제 사용 등이 있습니다.

신종코로나 백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후생노동청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홈페이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거주지의 시정촌(市町村) 등에 문의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