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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와 모더나는 영국과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코로나바이러스 변종에 효과적입니다.

모더나는 남아프리카 변종보다 영국 변종에 대해 더
효과적이며 모더나는 현재 남아프리카 변종에 대한
사용할 수있는 새로운 백신 부수터를 테스트하고 있
습니다.

부작용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동일하며,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1 ~ 2 일 후에 나타나고 며칠 후에 사라집니다. 두 번째 투여 후
그리고 젊은 성인들에게  부작용이 더 많이보고되었습니다.

LA 카운티의 약 12  %가 예방접종을 마
쳤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두번째 접
종분 1배 2십만 도스를 포함하여 5백
만 도스분이 투여돼었습니다.

미국에는 지금까지 약 1 억 4,510 만
도스분이 투여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최신 정보

화이저와 모더나 백신 부작용

두통, 피로, 현기증, 주사 부위의 통증

내가 알아야 할 백신에 대한 다른 중요한
정보가 무엇입니까?

백신 효능

화이자와 모더나는 2 회 투여 후 증상이있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데 높은 효능을 보였습니다.
모더나는 94.1 %의 효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화이자는 95 % 효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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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두번 접종해야 할까요?

더 강력한 면역반응을 통한 완전한 면역을 이루기위해 복수
투여가 설계되었습니다.
효과적인 면역을위해서는 두번의 백신 접종이 필요합니다.
단수접종에 대한 충분치않은 데이터로 인해 복수접종 과정으
로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임상시험에서 각 두번의 접종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종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진
행 상황을 추적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뉴욕 타임즈
백신 추적기

네! CDC는 코로나-19 유무에 관계없이 여전히 예방 접종을 받아야한다고 권장합
니다. 이전에 코로나-19 을 앓은적이 있더라도 귀하가 얼마동안이나 재 발병되지
않을지 전문가들은 확신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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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이 심각한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 코로나-19 에 걸린 적이있는 경우에
도 백신을 맞아야합니까?

제조사 유형 접종 보관

아스타라제네카 벡터 백신 2 2 to 8°C
6 개월

모더나 RNA 2 -25 to -15°C
7개월

화이저 RNA 2 -80 to -60°C
6 개월

노바벡스 단백질 백신 2 2 to 8°C

존슨앤존슨 벡터 백신 1 2 to 8°C
3 개월

코로나 백신 비교

효능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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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2021

출시

정보가 없음

* 원종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

현재 사용하고있는 모든 백신은 발병으로인한 입원과 사망을 예방하는데
100%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들은 백신없이 20%가 심
각한 질병을 갖고 감염자의 거의 1%가 사망하기 때문에 백신이 중요합니다.. 

https://www.jnj.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