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백신
백신이란 무엇인가요?

백신은 일종의 약품이며, 주사 형태로 제공됩니다.

백신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백신을 맞으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양한 질병 또는
질환을 예방하는 다양한 종류의 백신이 있습니다.

백신은 안전한가요?

그렇습니다. 의사와 과학자들이 백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캐나다에서 접종하는

백신은 안전성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은
자주 검토합니다.

COVID-19용 백신이 있나요?

예, COVID-19용으로 몇 가지의 새로운 백신이 있습니다.

COVID-19 백신은 매우 빠르게 개발되었는데
안전한가요?
그렇습니다. 의사와 과학자들은 COVID-19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접종하는 백신은
안전성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은 자주
검토합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 COVID-19에 감염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 COVID-19에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백신은 몸에 침투한 COVID19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방어합니다.

COVID-19 백신은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사를

맞은 팔 부위가 아플 수 있고, 피곤함을 느끼거나 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신체가 백신에 반응함을
나타냅니다. 며칠 동안 부작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백신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증상이 며칠 이상 지속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백신 접종 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하루 이틀 이상 지속되면 아플 수 있습니다.자가
격리를 하여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COVID-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백신 접종 우선 대상자군은 누구인가요?
매니토바에서는 의사, 간호사 및 기타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먼저 접종합니다.

백신 접종 우선 대상자군은 중증 발병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며 노인과 원주민을 포함합니다.

언제 COVID-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나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소요됩니다. 접종 일정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간에 접종을
진행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 관계자와 의료 전문가들이

접종 일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시점이 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백신 접종 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물리적 거리두기는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백신 접종 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매니토바 주민들은 무료입니다.

백신을 접종해야 하나요?

COVID-19 백신 접종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에 대한 다양한 소문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정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궁금한 점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nitoba.ca/COVID19/vaccine 링크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