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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이 웹 사이트는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일부 내용은 모든 내용이 번역될 때까지 영어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COVID-19 백신에 관한 오해와 진실
2021년 4월 15일 업데이트 인쇄

이제 미국에서 COVID-19 백신 승인 및 권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며 일반적인 맹신과 유언비어를 막

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COVID-19 백신 정보가 정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뢰성 있는 정보 출처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백신 정보를 참고하기 전에 해당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

오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지 확인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백신 정보 찾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나중에 아기를 갖고 싶은데 COVID-19 백신을 맞아도 안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임신을 시도 중이거나 향후 임신을 원하는 사람도 순서가

오면 COVID-19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현재, COVID-19 예방 접종이 태반 발달을 포함하여 임신에 어떠한 문제를 일

으킨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COVID-19 백신을 포함한 어떠한 백신

도 부작용으로서 생식력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모든 백신들이 그렇듯 COVID-19 백신 역시 그 부작용에 대해 과학자들이 현

재 면밀히 연구 중이며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COVID-19 백신으로 피접종자 DNA가 바뀝니까?

아니요. COVID-19 백신은 어떤 식으로도 DNA에 변화나 영향을 주지 않습니

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을 승인 및 권장하는 COVID-19 백신에는 메신저

RNA(mRNA) 백신과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mRNA와 바이러스 벡터 COVID-19 백신은 모두 COVID-19 유발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력을 형성하는 지침(유전 물질)을 세포에 전달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

은 DNA를 보관하는 세포핵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백신 유전

물질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 DNA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호작용할 수 없다는 의

미입니다. 모든 COVID-19 백신은 신체의 자연 방어 기능과 함께 작동하여 질

병에 대한 면역력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mRNA COVID-19 백신 작용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 작용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CDC는 COVID-19백신접종을의무화할수있습니까?

COVID-19

https://www.cdc.gov/vaccines/vac-gen/evalwebs.htm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different-vaccines/mrna.html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different-vaccines/viralvector.html
https://korean.cdc.gov/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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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는 COVID-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연방 정부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필수화)하지 않습니다. 또한 CDC는 개인의 백신 접종 기록을 보관하거나 모니터링하지 않습니

다. 예를 들어 주 정부, 지방 정부, 고용주가 COVID-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 또는 기타 관련 법률 에 따라 다릅

니다. COVID-19 백신 접종 의무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주 정부 또는 고용주에게 문의하세요.



COVID-19 백신을 맞은 후 바이러스 검사에서 COVID-19 양성 판정이 나옵니까?

아니요. 승인 및 권장 COVID-19 백신 중 어떤 것도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

는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에서 임

상 시험 중인 COVID-19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가 백신 접종의 목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 일부 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

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항체 검사로 이전에 감염된 적이 있고 바이러스에 대해

일정 정도 면역성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COVID-

19 백신 접종이 항체 검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COVID-19 백신 때문에 COVID-19에 걸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미국에서 승인 및 권장하는 COVID-19 백신 또는 현재 개발 중인

COVID-19 백신에는 COVID-19를 유발하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즉, COVID-19 백신으로 COVID-19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COVID-19 백신은 우리 면역계에게 COVID-19 유발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퇴

치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때때로 이 과정에서 발열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정상이며 COVID-19 유발 바이러스에 대한 신체 보호

기능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COVID-19 백신 작용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recommendations/essentialworker.html#work
http://www.immunize.org/laws/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testing/diagnostic-testing.html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testing/serology-overview.html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different-vaccines.html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about-vaccines/how-they-wor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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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접종후 신체가 면역력(COVID-19 유발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구축하는 데 일반적으로 몇 주가 걸립니다. 즉, 백신 접종 직

전이나 직후에 COVID-19 유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아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백신이 면역력을 구축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

니다.

관련 페이지

백신 접종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COVID-19 백신에 대해 알아야 할 주요 사항›

최종 업데이트 2021년 4월 15일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faq.html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8-thing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