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P 가입자를 위한 COVID-19 백신
필수 상식
■

백신은 질병을 예방하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

COVID-19 백신은 누구에게나 무료입니다.

■

예방수칙 준수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

새로운 백신이 처음 승인될 때 오리건주는 제한적인 물량을 받습니다.

■

COVID-19 고위험군은 백신을 제일 먼저 접종할 것입니다.

■

저위험군은 추가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백신을 접종할 것입니다.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이 곧 나옵니다.
첫 번째 COVID-19 백신이 미국에서 승인 및 보급됩니다. 백신은 질병을 예방하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백신은 자신,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를 보호해줍니다.
새로운 백신이 처음 승인될 때 오리건주는 제한적인 물량을 받습니다.
COVID-19 백신이 승인되면, 각 주에는 제한적인 물량이 공급됩니다. 오리건주가
COVID-19 고위험군에게 먼저 백신을 제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백신을 먼저 접종할 것입니다.
COVID-19 바이러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먼저 백신을 접종할
것입니다. 오리건주에서 이들은 일선 의료 종사자와 직장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응급 의료요원, 장기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보는 다른 언어, 큰 활자 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800-273-0557(TTY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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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이 추가로 생산되고 우리 주에 보급될 것입니다.
저위험군에게는 추가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백신이 제공될 것입니다.
오리건주는 공중보건, 의료 서비스 및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백신 보급 계획을
만듭니다. 오리건주의 백신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수칙 준수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백신 접종은 전염병이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지만, 그 사이 우리는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다른 사람과 6 피트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

손을 씻으십시오.

■

모임을 피하십시오.

■

아프면 집에 머무르십시오.

질문 및 답변
누가 먼저 백신을 접종합니까?
오리건 주민을 위한 COVID-19 백신

1

제1군

대상: 직장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직접
치료 인력, 장기 치료
시설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사람

2

제2군

3

제3군

대상: 일반 대중과
대상: 고위험군.
접촉하며 일하고 필수적인 예시: 만성 질환이 있고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
65 세가 넘는 사람.
예시: 교사, 식품 취급자,
버스 운전기사

예시: 응급 의료진, 간호사,
병원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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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장소:

백신 접종 장소:

백신 접종 장소:

직장, 장기 치료 시설

직장, 의사 진료소,
지역사회 행사장,
공중보건기관,
이동진료소, 약국

의사 진료소, 의료기관,
약국, 공중보건기관

비용: 무료

비용: 무료

비용: 무료

위의 세 집단이 백신을 접종한 후에 나머지 모두에게 백신이 제공됩니다.
직접 치료 인력이거나 고위험군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인근 보건소에 문의하십시오.
COVID-19 백신은 얼마입니까?
COVID-19 백신은 누구에게나 무료입니다. 일부 의료 제공자는 예약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COVID-19 에 감염된 적이 있다면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까?
이미 COVID-19 에 감염된 적이 있더라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오리건 건강보험 또는 CAWEM 을 이용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백신은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OHP, CAWEM 또는 다른
건강보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백신이란 무엇입니까?
백신은 면역체계가 감염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도와주는
약물입니다.
백신은 안전합니까?
COVID-19 백신의 효능은 95%입니다. 백신의 안전성은 철저한 검증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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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주는 백신의 안전성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리건주는 COVID-19 과학적 안전성 검토 실무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는 오리건주 주민에게 COVID 백신을 제공하기 전에 백신이 가장 높은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오리건주를 한층 더 보호해줍니다.
오리건주의 백신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추가 정보와 최신 정보는 오리건주 COVID-19 백신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OHP.Oregon.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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