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접종망설임과

코로나19에대한

정보



친애하는지역사회구성원여러분,

American Diversity Group(미국다양성단체)의코로나19 방역툴킷 ‘백신접종망설임과코로나19’를다운로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에설립된 ADG는 지역사회의건강을유지하고삶을개선하기위해다양한집단의사람들의마음을

모으는데목적을두고있습니다. 저희는개인과가정을돌봄으로써지역사회전체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저희는특히소외된지역사회를위한의료서비스접근성개선과의료교육제공에중점을두고있습니다.

ADG의사명은저희가돌보는사람들의건강과웰빙을향상시키기위해개인과미국가정을위해봉사하는것입니다. 저희는

통합적인의료진단과교육을통해모든사람에게최상의진료를제공하는선도적인기관이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지역

사회의의료교육과함께저희는소외된지역사회가존중과존엄성을가지고양질의삶을영위할수있도록협력하고있습니다.

이백신접종망설임툴킷은모든지역사회의지도자또는구성원이사용하도록고안되었으며의료또는사회사업경력없이도

사용할수있습니다 . 저희는이툴킷이백신접종과코로나19에대해지역사회구성원을교육하는귀하의노력에도움이되길

바라는바입니다. 귀하의지역사회에서코로나19에대한인식을높이는데추가적인지원이필요하시면언제든지저희에게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merican Diversity Group(미국다양성단체)

몽고메리카운티



저희소개

American Diversity Group(미국다양성단체)은건강한지역사회를구축및유지하고삶을풍요롭게하기위해다양한집단의사람들의마음을

모으고자조직되었습니다. 저희의목표는저희가돌보는사람들의건강과웰빙을향상시키기위해개인과가정을위해봉사하는것입니다. 저희는

통합적인의료업무와교육그리고인식을통해모든사람에게최상의진료를제공하는선도적인기관이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지역사회를위한혁신적인의료교육및서비스를제공하는선택받은파트너입니다.

저희는합당한의료관련교육을제공하여소외된개인을위한의료서비스접근성을향상시키는데초점을두고있습니다. 저희는지역사회가

양질의삶을누릴수있는환경을형성한다는유일한목적에전념하고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팬데믹시기동안저희는주변지역사회와함께힘을모아도움이필요한이들에게매우필수적인진료를제공했습니다. 저희는

백신접종을하여이웃들을보호하기로선택한모든개인에게상품권형태의인센티브를제공하여백신에대한인식을확산시키고접종을

장려했습니다. 소아백신이나왔을때저희는접종을받기위해고군분투하는지역사회에필요한백신을가져다주었습니다. 또한추수감사절에

가정에무료식사를, 크리스마스에는어린이들에게무료장난감을선사하는등여러차례에걸쳐무료음식과장난감기부행사를실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행사에서저희는지역사회를교육시키고어떤방식으로든도움을주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최근에저희는메릴랜드주화이트오크에있는 Adventist HealthCare White Oak Medical Center 근처에무료의료클리닉을열었습니다. 

이곳에서저희는아프가니스탄에서온난민과최근에는우크라이나난민도돌보고있습니다. 필수적인치료를제공함으로써이사람들이미국

생활에적응하는데조금이나마도움을주고건강상태를보장하며보살핌을받고있다는것을느끼기를바라는바입니다.

저희프로그램이나참여방법에대한자세한정보를원하신다면지금 ADG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merican Diversity Group(미국다양성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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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망설임이란?



백신접종망설임: 무엇인가?

백신접종망설임?

● 백신서비스를이용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백신

수용을지연하거나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시간, 장소 및백신에 따라복합적이고개인마다

다릅니다.

● 안일함, 편리함과신뢰감과 같은 요인의영향을

받습니다. 

백신접종망설임:

“백신 접종 망설임은 백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수용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백신 접종을 전적으로

거부하거나, 백신 접종을 지연하거나, 

백신을 수용하지만 그 사용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거나, 특정 백신은

받아들이지만 다른 것은 거부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백신접종망설임에

영향을미치는 3가지

요인:

● 신뢰감: 백신의효과및안전성과

백신을전달하는시스템그리고필요한

백신과관련된정책을수립하는사람들의

동기에대한신뢰부족

● 안일함: 백신으로예방이가능한

질병의위험성이낮고백신은필수적인

예방책이아니라는인식

● 편의성: 백신이제공되고, 저렴하고, 

접근가능한수준

신뢰감

안일함

편의성



백신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1

2

오해1: 자연면역이백신유도면역보다더

유익하고효과적이다.

백신은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이 줄 수 있는 해로운 영향
없이 면역력을 구축하게 해줍니다.

오해 2: 백신으로인해아플수있다. 

백신은백신으로예방 가능한질병이 줄 수 있는해로운
영향 없이 면역력을 구축하게 해줍니다.

오해 3: 백신에는독성성분이포함되어있다.

모든물질, 심지어물도다량 투여 시유독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백신에는 포름알데히드및 알루미늄과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만미량이므로독성이나유해한것으로
간주되지않습니다. 

3

오해 4: 백신은사람들에게마이크로칩을

투입하기위해사용된다.

인터넷은 건강에 대해 자세히 배우는데 유익할 수도 있지만,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시기에는 잘못된 정보를
키워내는 비옥한 토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34

오해 5:  백신은자폐증을유발할수있다.

백신은자폐증을유발하지않습니다.전세계적으로수행된
수백 개의 연구 결과로아무런연관이없음이 여러 차례
입증되었습니다. 

3

5



백신을 왜

신뢰해야 하는가?

팩트를 믿으세요
백신을 접종하세요



이렇게 빨리 개발된 백신을 신뢰할 수 있나요?

MedStar Health:

“백신 연구원과 개발자는백신의안전성과효능을보장하기

위해동일하게엄격한과정과절차를준수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FDA(미국 식품의약국)에서철저한 실험과 관찰을

거쳐 모든 백신을 검토하고 승인해야합니다. FDA 이외에도, 

성별과 인종 및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의 다양성을 갖춘 여러

전문가들로구성된조사 심사위원회가모든 우려사항이

검토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연구를 철저히 평가하고

승인합니다.”



백신접종간격: 

● 화이자: 1차 접종 후 3~8주 뒤에 2차 접종 가능. 추가 접종은 2차 접종 후 6개월 뒤에 가능.

● 모더나: 1차 접종 후 4~8주 뒤에 2차 접종 가능. 추가 접종은 2차 후 6개월 뒤에 가능.

● 존슨앤존슨: 단일 접종. 추가 접종은 1차 접종 후 2개월 뒤에 가능.



어떤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Medstar Health:

“모든코로나19 백신은효과적이므로 먼저 제공되는 백신을 차별 없이
접종해도 안전합니다. 각각 제한된 공급량이 있어 여러 개발사가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유용한 상황입니다.”

● 모더나와 화이자 같은 2회 접종 백신들은코로나19 예방효과가 95%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존슨앤존슨의단일 접종 또한코로나19 예방효과가 66.3%인 것으로임상시험에서

나타났습니다.

● 코로나19 백신 비교: 

○ https://www.webmd.com/vaccines/covid-19-vaccine/covid-vaccines-compared

○ https://www.cdc.gov/mmwr/volumes/70/wr/mm7038e1.htm#T1_down

https://www.webmd.com/vaccines/covid-19-vaccine/covid-vaccines-compared
https://www.cdc.gov/mmwr/volumes/70/wr/mm7038e1.htm#T1_down


백신 접종 받으려면?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

● Vaccines.gov를 방문하여 가까운 백신 접종 기관을 찾으십시오. 일부 주에서는

더 많은 미국 백신 접종 기관 및 약국이 추가되는 동안 정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COVID-19 Vaccination Locations on 

Vaccine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는 438829에 우편번호를 문자로 보내거나 1-800-232-0233으로

전화하여 가까운 백신 접종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백신은 5세이상의모든사람에게무료로제공됩니다. 백신은

납세자의세금으로지불되었으며건강보험이나이민신분에관계없이미국에

거주하는모든사람들에게무료로제공됩니다.

https://www.vaccines.gov/
https://www.vaccines.gov/search/


CDC 지침

사기를주의하십시오!

누군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청하면 분명 사기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추가

비용으로 백신을 약속하는 전화, 문자 또는 이메일을 받게 되면 절대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관은:

● 백신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관리 수수료, 공동 부담금 또는 공동 보험료를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의료 보험이 없는 사람, 보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네트워크 외부의 사람에게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제공된 서비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뿐인 경우 방문 비용 또는 다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기 위해 추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

의료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는 있으며 그에 대한 정당한 요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CDC 여행 추천서
데이터링크: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map-and-travel-

notices.html



몽고메리 카운티 자원

몽고메리카운티의백신접종장소찾기

(다중언어번역본포함): 

https://montgomerycountymd.gov/covid1

9/vaccine/

코로나19에대해자주하는질문 (다중

언어번역본포함) : 

https://www.americandiversitygroup.org/c

ovid-19-resources

https://montgomerycountymd.gov/covid19/vaccine/
https://www.americandiversitygroup.org/covid-19-resources


다중 언어 자료

Harvard Health Literacy Project(하버드건강문해프로젝트): 

35개 이상의 언어로 준비된 코로나19 정보 시트

https://communityhealthliteracyproject.org/factsheets/#languages

CDC의이민자와난민및영어구사능력이부족한기타인구를위한
코로나19 소통툴킷:

https://www.cdc.gov/immigrantrefugeehealth/resources/communicatio

n-

toolkit.html?CDC_AA_refVal=https%3A%2F%2Fwww.cdc.gov%2Fcor

onavirus%2F2019-ncov%2Fneed-extra-

precautions%2Fcommunication-toolkit.html

https://communityhealthliteracyproject.org/factsheets/#languages
https://www.cdc.gov/immigrantrefugeehealth/resources/communication-toolkit.html?CDC_AA_refVal=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need-extra-precautions/communication-toolkit.html


지역 사회 정보 자료

코로나19 지역사회자원가이드:

● 포함된관련정보:

○ 주거

○ 식량

○ 정신건강

○ 보건의료

○ 이민

○ 실업

● https://www.dosomething.org/u

s/articles/covid-19-community-

resource-guide

https://www.dosomething.org/us/articles/covid-19-community-resource-guide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1-800-232-0233 (TTY 1-888-720-7489)로연락하세요

가장가까운코로나19 백신을찾아보세요
Vaccines.gov에서 가장 가까운 접종 장소를 찾아 전화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예약하세요.

코로나19 백신 및 부스터샷 찾기

독감 백신 찾기→

VaccineFinder 제공



American Diversity Group(미국
다양성단체)의봉사활동:

저희웹사이트: https://www.americandiversitygroup.org/

● 저희는인센티브와함께무료로백신접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내어주신 시간의 보상으로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간 건강 검진: 모두에게열려있는클리닉에서 녹내장, 신장 질환, 

치과 및 전반적인 웰빙에 대한무료진료및 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무료코로나19  테스트및자가진단키트!

● 무료 영양 식품과 어린이 장난감 그리고 추수 감사절 식사.

● 의사, 임상 간호사, 간호사 그리고 학생 자원 봉사자들로 구성된 저희

팀은 여러분을 보살피고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저희 행사 정보:

- 저희 웹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예정/현재 행사를 볼 수 있습니다.

- https://www.americandiversitygroup.org/events

- 인스타그램: @americandiversitygroup

https://www.americandiversitygroup.org/
https://www.americandiversitygroup.org/events


American Diversity Group(미국
다양성단체): 

http://www.youtube.com/watch?v=fdxLMdsEZwI


예정행사:



자주 하는 질문



코로나19란?

● 코로나19는 SARS-CoV-2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 코로나19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심하게 앓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주 안에

나아지지만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

후유증을 경험합니다. 코로나 후유증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처음 감염된 후 4주 이상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반복되는

또는 지속적인 증상들의 광범위한 건강

문제입니다.

● 고령자와 특정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심한 증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바이러스는 어떻게 전파되나요?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비말과 매우 작은 입자를 내쉴 때 전파됩니다. 이

비말과 입자는 다른 사람이 공기와 함께 들이쉬거나 눈, 코 또는 입에 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만지는 표면을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과 1.8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로나19는주로 3가지방식으로전파됩니다:

●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비말과 매우 작은 입자를 내뿜는 감염자 가까이에서 공기를 들이마실 때.

●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이 작은 비말과 입자가, 특히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뿜어져 나와 눈, 코

또는 입에 묻을 때.

●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 코 또는 입을 만졌을 때.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 손을 씻는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최소한 20초 동안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특히,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에, 화장실을 간 후에 또는 음식을

먹거나 준비하기 전에는 꼭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코올 기반의 최소 60% 이상의 알코올을 포함한 손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 백신을접종하십시오!

●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다른 사람과 1.8미터의 거리를 두십시오

● 사람이 많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내는 피하십시오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입을 막으십시오

● 연구원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증상이

시작되기 2~3일 전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고

아프기 1~2일 전에 가장 전염성이 강하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에 노출되었을 때 바이러스 전파는 일반적으로

감염자로부터 1미터 이내에 15분 이상 있을 때 발생합니다.



저희 아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있나요?

● 어린이도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으며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대부분의 어린이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무증상’). 

● 성인에 비해 코로나19를 앓은 어린이는 적습니다. 1세

미만의 아기와 특정 기저 질환이 있는 어린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심하게 아플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어린이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MIS-C)이라고

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드물지만 심각한 질병을

나타냈습니다.



저희 아이도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나요?

CDC는 코로나19 예방을돕기 위해 5세 이상의모두에게코로나19 백신접종을권장하고있습니다.

접종연령 화이자-바이오엔텍 모더나 존슨앤존슨/얀센

4세 이하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5세~11세 예 아니오 아니오

12세~17세 예 아니오 아니오

18세 이상 예 예 *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언제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코로나19 와 관련된 응급 경고 징후*에 유의하세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 의료

처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 호흡 곤란

● 가슴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 또는 압박

● 어지러움 / 혼돈 증상

● 깨어나지 못하거나 의식을 유지하지 못함

● 피부, 입술 또는 손발톱 밑이 창백해지고 피부색에 따라 회색 또는 푸른 색을 띠움

*이 목록은 모든 증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문화적 고려 사항

코로나19: 신앙기반및지역사회지도자를위한권장예방지침및자주하는질문:

https://www.hhs.gov/sites/default/files/3-17-20-faith-and-community-based-covid-19-faq.pdf

파트너십센터

https://www.hhs.gov/sites/default/files/3-17-20-faith-and-community-based-covid-19-faq.pdf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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