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을 맞는 혜택을 알기 

Fairfax 카운티 그리고 미전역은 COVID-19 백신이 사람들에게 제공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첫번째 백신이 도착할 지, 얼만큼의 도스가 제공되며, 어느 집단이 백신을 먼저 받게 
될 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백신이 제공되면 많은 혜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COVID-19 백신은 COVID-19이 걸리지 않게 도와줄 것입니다. 

• 안전하고 효과적인 COVID-19 백신은 노출된 경우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도록 하는 – 
항생체를 만듦으로써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보호해줍니다.  

• COVID-19 백신 실험 및 다른 질병의 백신에 대한 지식에 기반하여 COVID-19 백신아 우리가 
COVID-19이 걸려도 심하게 아프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COVID-19 백신은 임상 시험에서 신중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식약청(FDA)은 이런 
실험의 정보를 검토하고 COVID-19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것을 승인 또는 허가할 것입니다. 

• 또한 COVID-19이 걸린 뒤에 사람들은 항생체가 생겨 다시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얼마나 오래 이것이 보호를 유지할 지 알지 못하고 심한 질환 또는 
COVID-19으로 인한 사망의 리스크는 자연 면역의 혜택을 훨씬 큽니다.  COVID-19 백신은 
그것에 걸리지 않고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COVID-19 백신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 백신을 맞으면 COVID-19으로 심하게 아플 수 있는 고위험군의 사람들을 포함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걸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COVID-19을 전파할 수도 없습니다.  

• 커뮤니티에서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이것은 “집단 면역”을 만들어 주위 
사람들이 보호가 되어 COVID-19이 전파되지 않게 됩니다. COVID-19에 대해 집단 면역이 
발생하려면 과학자들은 10명당 6-7명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백신의 양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백신이 공급되어 이 정도의 보호 수준은 몇 개월동안 
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려는 노력 – 손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에 머무르기와 아픈 사람과 접촉하지 말기 등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VID-19 백신은 팬데믹을 막는 것을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는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기회와 전파의 기회를 낮출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도 충분치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을 
맞고 CDC의 권유사항 을 준수를 병용하는 것은  COVID-19에 대한 최대한 방어벽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prevention.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preven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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