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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백신 접종을 원하기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규 COVID-19 확진 사례들은 완전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발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대부분의 확진 사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10대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저 자신과 귀하, 그리고 가족과 친지들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귀하는 젊고 건강합니다.
COVID-19에 걸리더라도, 귀하는 괜찮겠지요.
만약에 본인이 경미한 COVID-19 확진을 받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심하게 앓을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호흡 곤란, 흉통, 그리고
브레인 포그와 같은 장기적 영향으로 투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에게 옮겨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COVID-19 백신은 10대 연령층에 안전하기까지 합니까?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백신 개발에 한발 앞서갔습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토대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COVID-19 백신이 본인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시사하는 어떠한 안전보건자료도 없습니다. 또한, 제 나이대의
수천 명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 심각한 안전상 우려는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백신은 COVID-19의 확산 저지에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며, 위중증, 입원 및 사망을 막아 주고 있습니다. 미국내의 수백만
10대 및 성인들이 이미 접종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COVID-19 백신의 부작용에 관해서는 충분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귀하가 질병에 걸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백신 접종으로 COVID-19에 걸릴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수천 명의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임상 시험을
통해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입증했으며, 위험한 델타 변이에
대해서까지도 그렇습니다. COVID-19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은 극히
희귀하고, 일시적이며 또한 치료도 가능합니다. 대다수 10대의 경우,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루나 이틀간 팔에 통증, 두통 및 피로감과
몸살기를 느낄 뿐입니다.

MySpot.nc.gov를 방문, 인근의 백신 접종 센터를 찾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몇몇 어린이들이 COVID-19 백신 접종 후 심장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심장 염증은 심근염 및 심막염(심낭염)으로서, 결국 COVID-19에 걸릴
경우에는 발생할 확률이 더 높으며 더욱 위중해집니다. 심장 염증은
제 나이대의 사람들에게서 COVID-19 백신의 부작용은 매우 드문
경우이며, 발생하더라도 일시적이어서 보통은 저절로 사라지며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접종을 받고 있더라도, 귀하에게 COVID-19
백신 접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10대들은 North Carolina주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전염성이 더 강하고 위험한 COVID-19 델타 변이에
취약합니다.
백신 접종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COVID-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귀하의 생식 능력이 완전히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지요.
COVID-19 백신이 본인의 생식 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시사하는
어떠한 안전보건자료도 일절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귀하에게 COVID-19 백신 접종을 받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원하며, 선생님들과
친구들도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COVID-19 백신 접종을
받으면 이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들 COVID-19 백신에 대하여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의 일정 예약이 가능합니까? 귀하의 기타 문의
일체를 통해 상담에 응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다른 백신을 접종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원하시면, 함께
이 유용한 FAQ (자주 묻는 질문)를 꼼꼼히 다 읽어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COVID-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입니다. MySpot.nc.gov를
확인하여 저희 주변 가까이에 있는 백신 접종 인력을 찾아봅시다. 또한
1-888-675-4567로 연락해서도 도움말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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