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작용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일시적이고 가벼운 부작용을 감수할까요 

또는 
장기간의 심각한 증상이 동반되는 
코로나19에 고통받을까요?

 

백신은 안전한가?

  

 코로나19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 계신가요?

안전 문제와 백신의 장점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쉽습니다. 

거주지 근처의 백신 접종소를 알아보세요:
vaccinefinder.nyc.gov 

카카오톡, 유튜브, 소셜 미디어와 다른 
메시지 플랫폼에는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많은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올바른 정보에 바탕하여 오늘 바로 백신 접종을 
하도록 이 안내서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 
 

한국어, 简体中⽂, English 
안내서 구비 민권센터 웹사이트

www.minkwon.org/covid 
또는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젊은 사람도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증상은 하루나 이틀 동안 피곤, 두통, 
미열 증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의 경우는 백신 주사를 맞은 팔에만 
통증을 느낍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시적인 부작용
은 접종자의 신체가 면역력을 구축하고자
활발히 작용하는 보편적인 신호라고 
설명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일반적인 부작용

출처: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하버드 의대

가족의 안전을 지키세요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코로나19 바이러
스가 급속히 확산되는 지금 백신 접종은
당신과 가족을 위한 안전한 선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질병
과 사망의 가능성이 적습니다.

 

당신과 가족, 친구의 
안전과 건강을 지킴니다.

 

당신의 결정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종식시킵니다.

 

젊은층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코로나19 백신은 안전한가요?

예.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백신
은 안전하며 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과 
입원을 거의 100% 예방합니다. 

오늘 바로 미국에서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받은 1억 6천3백만 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
과 함께 하세요.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버드 의대의 의료 전문가들은 희박인 
경우인 백신 성분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없는 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합니다.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코로나19는 더 이상 장년층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2021년 7월
29일을 기점으로 미국 내에서 400명 이상
의 17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경증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젊은 층
중 만성 피로, 인지 장애, 호흡기 문제, 흉부
통증 등의 장기간의 건강 문제에 노출될  

코로나19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지 않아도
누구라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염성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12-17세 연령층이 미국 내에서 백신 접종률
이 가장 낮습니다.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전염병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백신 접종의 혜택

어린이들에게 백신은 안전한가요?

예. 미국 소아과학회와 많은 저명한 가정의
들은 백신 미접종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이 
코로나19 백신의 극히 희박하고 일시적인
부작용보다 훨씬 더 크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12-17세 청소년에게 
안전합니다.

출처: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존스홉킨스, 하버드 의대, 미국 소아과학회

출처: 연방질병통제연방센터, 미소아과학회

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민권센터 웹사이트에서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minkwon.org/cov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