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카야마현민 여러분에게

◎접종대상

◎사용하는 백신

１・２차접종때화이자백신을접종한사람이 3차때

화이자백신을접종한경우와다케다/모더나백신(※) 

을접종한경우, 어느쪽이라도항체수치가충분히

상승한다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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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신 조 합 항체 수치

화이자 모더나

2022년1월19일

２차백신접종을완료한18세이상인분

추가（3차）접종에 사용하는 백신에 대한 안내

화이자 및 다케다/모더나의 약사 승인에서 3차 접종 후 7일 이내의 이상반응을 １・２차접종후와

비교하면 어느 쪽의 백신이라도 일부 증상 발병률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１・２차와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１・２차접종한백신종류와관계없이화이자 또는다케다/모더나 백신을 사용합니다. 화이자는 1〮 2차의

접종 용량이 동일합니다만, 다케다 / 모더나 백신은 절반만 투여합니다.  

◎3차 접종 안전성과 효과

◎1차・２차와는다른백신을사용하여 3차접종을한경우의안전성과효과

3차접종을한사람이접종을하지않은사람보다도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감염또는증증화되는

사람이적다고보고하고있습니다. 

3차접종후 7일내의이상반응은１・２차와같은백신을접종하든지다른백신을접종하든지

안전성의면에서허용되는것

（※）다케다 /모더나 백신은 3차 때 는 50 ㎍접종하게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00 ㎍접종한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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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Atmar RL, Lyke KE, Deming ME, et al. Heterologous 
SARS CoV 2 Booster Vaccinations: Preliminar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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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서 실시된 화이자 백신 접종 후의 정보를 모은 연구에서는 추가접종한 경우, 입원 예방

효과는 93%, 중증화 예방효과는 92%, 사망에 대한 예방효과는 81%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욱이 60세이상으로 추가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면

감염 사례의 발생률이 11.3분의 1, 중증 사례의 발생률이 19.5분의 1이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入院予防効果 93% 重症化予防効果 92% 死亡予防効果 81%

백신접종은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사람을 지키는것으로 이어집니다. 

오카야마현

◎３차 접종 필요성

백신은 높은 발병 예방효과 등이 있지만, 감염 예방효과나 고령자의 증증화 예방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 및 증증화 예방의 차원에서

１・２차접종을완료한모든분을대상으로추가접종의기회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고있습니다. 

접종비용

31.7배

20.0배

입원예방효과 중증화예방효과 사망예방효과

영국에서는 2차 접종으로부터 12주 이상 경과한 후에 여러가지 백신을 사용하여 3차 접종을 한 경우의

연구, 그 결과가 보고된 것입니다.

〈3차접종효과〉



감염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홈페이지를 관람할 수 없는경우는 거주지의 시정촌 등에 상담해 주십시오. 

후생노동성 코로나 백신 검 색

자주있는질문

◎백신을 접종하는 데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３차접종은어떻게하면받을수있습니까?

Q. 다케다/모더나 백신은 이상반응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만 괜찮습니까?

A. 다케다/모더나 백신으로 3차 접종은 １・２차 접종 용량의 절반입니다. 

２차접종후와비교하면발열이나피로등의접종후의증상이적은것으로보고되어있습니다. 

Q. 화이자와 다케다/모더나 백신의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까?

A.１・２차접종을화이자와다케다/모더나백신어느쪽이든 2차접종부터약 6개월후에도높은중증화

예방효과(※)를유지하고있습니다. 

화이자와 다케다/모더나 백신의１・２차접종효과를약 6개월동안비교한관찰연구에서는

다케다/모더나백신쪽이감염예방, 발병예방, 중증화예방(※)의효과가통계학적으로도높았다는보고가

있었습니다. 
（※）중증화예방에는입원예방을포함

출전：Rosenberg ES, et al. medRxiv, 2021. ／ Self WH, et al. MMWR Morb Mortal Wkly Rep. 2021. ／ Dickerman BA, et al. NEJM. December 1, 2021.

A.거주지의 시정촌으로부터 3차 접종용의 접종권 등이 도착하면

백신을 받고 싶으신 의료기관이나 회장을 찾아 예약해 주세요. 

A.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현시점 2022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는 １・２차접종이무료이오니 희망하시는분은이른시일내에받으십시오. 

◎예방접종 건강피해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할 때는 감염증 예방 효과와 이상반응 위험의 양면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본인의 의사에 근거하여 접종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접종을 받는 분의 동의 없이 접종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직장이나 주위 사람 등에게 접종을 강요하거나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차별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 (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입거나 하는 일 )가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극히 드문 일이긴 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접종후의증상중에림프절병증은 2차보다도 3차에서많이볼수있습니다.                            출전: 특례승인에관한보고서

Q. １차・２차접종을아직도하지않았습니다만,  접종을받을수있습니까?

밀집장소 밀접장면 밀폐공간

「3가지 밀 (밀집・밀접・밀폐) 」을 회피

비누로손씻기 손가락 소독용 알코올로
철저히 소독하기

신종 코로나 백신의 유효성・안전성 등의 상세한 정보에 대해

서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의

페이지를 관람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