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백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백신에 대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아래에 여러분이 가질 만한 몇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COVID-19에 감염된 적이 있더라도 다시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 후 면역력은 60~90일 동안만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그 후에 COVID-19에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백신에는 마이크로칩이나 추적 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백신에는 COVID-19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만 있습니다. 면역 보호를 제공하는 약제 외에 방부제나 다른 첨가제는 없습니다.

  COVID-19�백신에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즉, 백신 때문에 COVID-19에 
걸리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대신 백신의 작용 기전은 신체에 코로나바이러스를 인식하고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COVID-19에 감염되어 아프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국 흑인 및 유색 인종을 대상으로 그들의 허락 없이 부끄럽고 
비윤리적인 연구들이 행해졌습니다. 이러한 연구들과 지속적인 
구조적 인종차별로 인한 불신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모든 미국인에게 COVID-19 백신이 안전하다고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독립적이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백신을 면밀히 심사했습니다. 또한, 백신의 성분도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백신의 유일한 목적은�COVID-19�감염을 막고�
대유행을 끝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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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이 생식력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태아에게 위험을 끼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향후 임신 계획이 있는�
분들,�모유 수유 중인 여성분들도�COVID-19�백신 접종에 대해�
안심하셔도 됩니다.�

 �백신이 빨리 개발된 것은 사실입니다. 빠른 백신 개발은 더 
이상의 사망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임상시험이�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공중 보건 기관 및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백신을 심사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있었다면 백신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COVID-19�백신은 어떠한 방식으로도�DNA를 변형시키거나�DNA와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백신의 작용 기전은 신체에게 코로나바이러스를 인식하고 코로나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 사람 세포의 DNA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COVID-19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젊거나 건강한 사람들 중에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매우 아프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또한, 바이러스를 친구나 가족, 또는 주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프지 않더라도, 전염된 사람은 아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COVID-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작년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켰던 대유행을 끝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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