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과

COVID-19 백신에 관한 사실
우려: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경우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을 맞아서는 안 된다
정확한 사실: 한 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고 해서 꼭 다른 물질에도 반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COVID-19 백신의 구성 요소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접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려: 백신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정확한 사실: COVID-19 백신은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광범위하게 평가되었습니다.
FDA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을 승인해 줄 것입니다.

우려: COVID-19 백신이 불임을 초래할 수 있다.
정확한 사실:
COVID-19 백신이 불임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우려: 이 백신은 COVID의 증상을 완화시킬 뿐, 감염이나 확산을 막아 주지는 않는다.
정확한 사실: 실험 결과는 백신이 COVID-19을 예방하지만 감염이나 전염까지
예방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백신이 감염이나 전염까지 막을 수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우려: 백신은 강제적이다.
정확한 사실: 백신이 긴급 사용을 위해 승인이 되면, 환자들은 백신 접종에 동의해야
합니다. 백신을 의무화할 계획은 없습니다.

우려: 이 백신의 부작용이 COVID 감염의 부작용보다 심각하다.
정확한 사실: 백신은 주사부위의 통증, 두통 및 근육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백신의
부작용은 다른 어떤 백신의 부작용보다 심각해 보일 수 있지만 하루나 이틀 내에
사라집니다. COVID-19는 보통 미미한 수준이지만 심한 경우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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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백신은 몸속에서 바이러스가 자라듯이 면역계가 자라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정확한 사실: 인체는 감염을 통해서가 아니라 백신으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키웁니다. 그러나 백신은 심각해서 자칫 치명적일 수도 있는 질병에 걸리지 않고도
면역력을 키울 수 있게 해 줍니다.

우려: mRNA 백신은 다른 어떤 백신보다 위험하다.
정확한 사실: Messenger RNA(mRNA) 백신은 다른 백신들보다 단기적인 부작용을 더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 mRNA 백신은 우리의 DNA를 바꿀 수 있다
정확한 사실: CDC에 의하면 mRNA 백신은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생성하도록
신체 내 세포들에게 지시하여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체내에 주입된 mRNA는
몸속 세포 DNA와 상호 작용하거나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려: 만약 COVID-19에 걸렸다가 회복된 상태라면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
정확한 사실: 질병과 관련된 심각한 건강 위험과 재감염의 가능성 때문에, 비록 이전에
감염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COVID-19 백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우려: 일단 백신을 접종하면 마스크를 쓰거나 물리적 거리두기를 할 필요는 없어진다.
정확한 사실: 백신을 접종하면 여러분이 감염되는 일은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거나 전염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더 많은 점들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마스크를 쓰고 물리적 거리두기와 같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접근성: 장애인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 OHA는 번역, 큰
글자 또는 점자와 같이 다른 형태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센터(1971-673-2411, 711 TTY 또는 COVID19.LanguageAccess@dhsoha.state.or.us)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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