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대 사실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많은 오해와 논평이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
터 정보를 얻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신은 한 세기 이상 동안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에게 요구되어 왔습니다. 모든 약물이 일부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2021년 9월
기준으로 1억 8,400만 명의 미국인이 안전하게 예방 접종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과학과 의학을 수용하는 것이 전염병을 종식시키는 방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해:
코로나 19 백신은 나에게
코로나 19를 줄 수 있다.

사실:
사실
아닙니다. 미국에서 승인된 코로나 19 백신에는 코
로나 19를 유발하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19 백신이 사람들을
코로나 19로 아프게 할 수 없고 대신 면역 체계가
코로나 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싸우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에 관한 출처: John Hopkins Medicine Myths and Facts 및 CDC COVID-19 Myths and Facts

오해:
이미 코로나 19에 걸
렸다면 코로나 19 백
신이 필요하지 않다.

사실:
사실
사실: 코로나 19에 감염되면 코로나 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재감염으로부터 자연 보호 또는
면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호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19와
관련된 심각한 건강 위험과 코로나 19 재감염이 가
능하기 때문에 이전에 코로나 19에 걸렸더라도 코
로나 19 백신을 접종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에 관한 출처: John Hopkins Medicine Myths and Facts 및 CDC COVID-19 Myths and Facts

오해:
코로나 19는 대부분 성인에게 영
향을 미쳤으므로 어린이는 예방
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다.

사실:
사실
성인만큼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어린이도
코로나 19로 인해 심하게 아플 수 있습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에 따르면, 환자는 입원하거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거나 호흡을 돕는 인공호흡
기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19 백신은
자녀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전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코로나 19에 감염
되면 코로나 19 백신은 자녀가 중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에 관한 출처: Mayo Clinic Health System COVID-19 Vaccine Myths

오해:
해: 코로나 19가 생식 기관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사실:
사실
사실: 코로나 19 백신이 여성이나 남성의 임신 시도
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코로나 19
백신은 12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계속 권장됩니다.
사실에 관한 출처: CDC COVID-19 Myths and Facts

오해:
내 면역 체계는 선천적으로 강
해서 코로나 19 백신이 필요하
지 않다.

사실:
사실
우리의 면역 체계는 자연적으로 많은 일반적인 바이
러스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코로나 19 바
이러스는 자연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여
러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19는 중병이나 사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누가
경증 또는 중증 질환에 걸릴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코
로나 19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코로
나 19 감염 이후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습
니다. 코로나 19로부터 최상의 보호를 받으려면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백
신은 대규모 임상 시험을 통해 테스트했으며 FDA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실에 관한 출처: CDC Natural immunity versus vaccine immunity

오해:
코로나 19 백신은 심장 염증이나
심근염을 유발한다.

사실:
사실
CDC에 심근염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환자들은 약에
잘 반응하여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심근염은 예방 접
종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극히 드물며 CDC는 백만
명당 12.6건의 사례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심
근염은 백신 접종 후보다 코로나 19 감염 후 더 흔합
니다. 코로나 19 질병의 알려진 위험과 심각한 합병
증 가능성이 매우 드문 백신 반응의 위험을 능가하기
때문에 코로나 19 백신은 12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
게 계속 권장됩니다.
사실에 관한 출처: CDC Myocarditis and Pericarditis After mRNA COVID-19 Vaccination, CDC Update
on COVID-19 vaccine safety, including myocarditis after mRNA vaccine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오해:
모든 백신이 FDA에서 완전히 승
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백신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험
중이다.

사실:
사실
Pfizer, Moderna 및 Johnson & Johnson 백신은 모두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각 백신
은 FDA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만 명의 연구 참가
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을 통해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Pfizer 백신이 제출되어 완전 사용이 승
인되었지만 다른 백신도 곧 완전 사용이 승인될 것으
로 예상됩니다.
사실에 관한 출처: FDA Emergency Use Authorization for Vaccines Explained

오해:
Los Angeles Unified는 예방 접종
을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급여를
받을 때 재정적 이득을 원한다.

사실:
사실
Los Angeles Unified는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요
금을 받지 않습니다. Los Angeles Unified는 모든 사
람이 협력하는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최대한 안전
한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전염을 줄이고 학생들이
가능한 가장 안전한 캠퍼스 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LA Unified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