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TO EXPECT BEFORE GETTING

A COVID-19 VACCINE
BEFORE VACCINATION
• See if COVID-19 vaccination is recommended for you right now and make an appointment.
• Learn more about the benefits of getting vaccinated, different types of COVID-19 vaccines,
and how they work.
• Consult with your doctor if you have a history of significant allergic reactions to vaccines,
food, or medicine.

DURING VACCINATION
• Do not take any pain medication before your shot.
• Wear a mask and stay 6 feet away from others while inside and in lines.
• You will receive a vaccination card or printout that tells you what COVID-19 vaccine you
received, the date you received it, and where you received it.
• You will receive a paper or electronic version of a fact sheet that tells you more about the
specific COVID-19 vaccine you are being offered.
• You will be monitored on-site for 15 minutes. If you have a history of significant allergic
reactions, you will be observed for 30 minutes following vaccination.

AFTER VACCINATION
• You may have some side effects, which are normal signs that your body is building
protection. Although these side effects may be unpleasant for 1-3 days, they are not
dangerous. The vaccine does not contain a live virus and cannot give you COVID-19.
• Make an appointment and get your second shot as close to the recommended 3-week
or 1-month interval as possible. You need 2 shots to get the most protection.
• Register for v-safe at vsafe.cdc.gov and help keep COVID-19 vaccines safe. V-safe
is a smartphone-based tool that provides personalized health check-ins. Through
v-safe, you can quickly tell CDC if you have any side effects after getting the COVID-19
vaccine. Depending on your answers, someone from CDC may call to check on you and
get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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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전 알아 둘 사항

COVID-19 백신

접종 전

• 현재 귀하에게 COVID-19 백신 접종이 권장되는지 확인한 후 예약을 진행하십시오.

• 접종의 혜택, COVID-19 백신의 여러 종류, 백신의 작용 원리를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백신, 음식, 약물에 대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이력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접종 중

• 투여 전 진통제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 실내에 있을 때와 대기 중일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6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 접종할 COVID-19 백신, 접종 날짜, 접종 장소를 안내하는 백신 카드 또는 인쇄물을 받게 됩니다.

• 귀하가 맞게 되는 COVID-19 백신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자료를 문서 또는 전자 형태로 받게 됩니다.
• 현장에서 15분간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이력이 있는 경우, 백신 접종 후 30
분간 모니터링합니다.

접종 후

• 몇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신체가 보호 체계를 형성한다는 정상적인 징후입니다. 1~3
일간 이러한 부작용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백신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포함하지 않으며 COVID-19를 걸리게 할 수 없습니다.

• 가능하다면 3주 또는 1달에 가까운 간격을 두고 두 번째 접종 예약을 진행하십시오. 최적의 예방
효과를 위해 2회 분량을 투여해야 합니다.

• vsafe.cdc.gov에서 V-safe에 등록하고 COVID-19 백신의 안전 유지에 협조해주십시오. V-safe
는 개인 맞춤 건강 문진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기반 도구입니다. COVID-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있는 경우 V-safe를 통해 신속하게 CDC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에 따라 CDC의 담당자가
전화하여 자세한 정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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