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
COVID-19 백신이 연방 정부의 민관 합동 파트너십인 Operation Warp Speed를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Operation Warp Speed의 목표는 수백 만 도스의 백신을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장하면서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임상시험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장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COVID-19 백신 개발 단계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한 승인이 내려지기 전에 엄격한 규칙이 준수되었습니다.
예비 연구 및 발견 단계
연구자들은 어떤 종류의 안전한 백신을 만들 수 있는지와 실험실에서 그러한 백신 제조법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예비 임상 단계
예비 임상 단계에서 인체 시험 전에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실시되어 백신이 살아 있는 세포와 조직에 어떠한 효과
를 내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백신의 경우 이러한 첫 두 단계에만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COVID-19의 경우, 과학자들이 이미

SARS-CoV와 MERS-CoV 두 가지의 유사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드는 최상의 방법을 연구해왔습니다. 이러한
예비 지식이 COVID-19 백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임상시험 단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은 실험실 및 예비 임상 연구의 결과를 주의 깊게 평가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
런 다음 백신을 인간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하여 해당 백신들이 안전하고 질환을 예방하며 부작용을 일으키는
지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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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접종 횟수를 결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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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참가자의 약 절반이 COVID-19 백신을 맞았으며 나머지는 위약을 접종 받았습니다. 연구자들은 백신을 맞고

COVID-19 확진을 받았거나 발병된 사람들의 수와 백신을 맞지 않고 COVID-19 확진을 받았거나 발병이 된 사람들
의 수를 비교하였습니다. 백신 개발사와 연방 규제기관은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인 규칙을 주의
깊게 따랐습니다.

COVID-19 백신 임상시험
Pfizer-BioNTech와 Moderna 백신이 현재 미국에서 사용을 위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이 백신들은
접종자들에게 높은 보호 효과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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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확인
COVID-19 백신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 링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 covidlink.maryland.gov/content/vacc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