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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접종은 백신 순차 접종의 필수적인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접종을 두 번 다 받아야 중증 
COVID-19에 대한 보호 효과가 가장 좋으며, 
이런 보호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백신 순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종을 두 번 다 받을 때까지 

온전히 보호되지 않습니다. 

2차 접종의 부작용 

모더나와 화이자에 대한 임상 시험에서 보고된 
부작용의 비율은 2차 접종에서 약간 더 
높았습니다. 이는 면역계가 1차 접종에서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며, 면역계가 2차 접종에 더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대개 2~3일 안에 사라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또한 정상이며,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모더나와 화이자에 대하여 보고된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은 주사 부위가 빨개지거나 
붓거나 아프거나 가려운 것과 두통입니다. 이는 
모두 전반적인 백신의 일반적인 부작용입니다. 

 
입원을 초래할 수 있는 심한 부작용은 모더나나 
화이자를 맞은 사람 중 0.01% 미만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승인된 백신은 어느 것이든 
심한 부작용의 위험이 아주 낮습니다. 

2차 접종을 위한 백신 교차 접종 

서로 다른 제조업체의 비슷한 백신을 교차 접종하여도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다른 백신들(예: A형 간염 
백신과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MMR) 백신)도 
자주 교차 접종합니다. 백신 교차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는 모두 mRNA 백신이며,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하나의 mRNA 백신을 1차로 

접종하고 2차로 다른 백신을 접종하여도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로 접종하고 나서 mRNA 
백신을 맞는 것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계속 읽으세요. 

캐나다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백신 교차 접종에 관한 
임상 시험과 모집단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 영국, 스페인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백신 순차 
교차 접종의 효과와 안전이 입증됐습니다. 우리도 이 
관행을 지지하는 실제 증거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2백여만 명이 COVID-19 백신을 안전하게 교차 
접종했습니다. 캐나다는 6월 초부터 COVID-19 백신 
교차 접종을 허용하기 시작했으며, 보고된 이상 사례의 
비율은 그 이후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2회 접종은 온전한 예방 접종과 장기 보호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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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와 백신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8-1-1로 알아보시거나 www.bccdc.ca를 보세요. 

 
온전한 예방 접종과 장기 보호를 

위해서는 2회 접종을 다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차 접종 신청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BC주 정부의 다음 웹 사이트(Get Your 2nd 

Vaccine Dose)를 보세요: gov.bc.ca/ 
dose2. 

내가 맞은 1차 백신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찾나요? 

1차 접종을 무슨 백신으로 받았는지 또는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시면 
본인의 예방 접종 기록 카드를 보거나 
Health Gateway의 웹 사이트 
www.healthgateway.gov.bc.ca
에서 확인하세요. 

화이자나 모더나로 1차 접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백신 접종 등록 시스템으로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getvaccinated.gov.bc.ca. 2차 접종 
예약 순서가 되면 문자나 이메일, 전화로 
연락을 받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1-833-
838-2323으로 문의하세요. 

COVID-19 예방 접종 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우리 시스템에 1차 접종 
정보가 있으며, 2차 접종 시 클리닉 직원이 
카드를 새로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접종을 받았는데 어떤 

옵션이 있나요? 

•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코비실드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으셨다면 제공된 대로 1차 백신을 맞아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2차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나 
mRNA 백신(화이자나 모더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어느 백신을 선택하시든 교차 접종의 안전성이나 
효과와 관련하여 발견된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2차 접종 옵션 

아스트라제네카 

• 아스트라제네카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관련된 
위험으로는 아주 드물지만 심각한 혈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차 접종자 60만 명 중 한 명꼴로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1차 접종자 5만 명 중 한 명꼴보다 
더 적은 것입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회 접종의 효과는 COVID-19 
중증 예방 면에서 mRNA 백신 2회 접종의 효과와 
비슷합니다. 

• 같은 종류의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받으면 교차 
접종을 받는 경우보다 부작용이 더 약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mRNA(화이자 또는 모더나) 
• mRNA 백신에는 심각한 혈전 위험이 없습니다. 
• 2차 접종으로 mRNA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이 
단기적으로 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 실제 증거와 더불어, 다수의 임상 시험과 모집단 
연구를 통해 mRNA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간 교차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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