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와 이웃 주민을 비롯한 여러분이 신뢰하는 모든 지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장려해주십시오.  
보건부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입소문을 통해 백신 정보를 빠르게 유포하고 있습니다. 
 

Fairfax County는 팬데믹 기간에 비영리 조직, 종교 커뮤니티 및 지역 기관 리더들을 지원하며 

COVID-19 관련한 건강, 안전, 검사 등의 주요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저희 카운티는 백신 접종에 노력을 기울이며 이와 같이 지역 리더들과 협력하여 ‘입소문’을 통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Fairfax County 보건부 커뮤니티 아웃리치 관리자 Sam Collin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백신이 더 많이 보급되고 백신 접종 기회도 많아지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주민들에게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색 인종 커뮤니티 사이에서 백신 접종을 다소 망설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가족이 최선의 결정을 내리게 하려면 그들에게 신뢰할 만한 백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입소문(Word of Mouth) 프로그램은 개별 커뮤니티 그룹 및 리더들에게 "커뮤니티 대화"라는 

친밀한 환경의 가상 정보 세션을 제공하여 백신 접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초점은 일반 대중의 리더들을 고무하여 그들 주변의 신뢰하는 모든 지인들에게 

정확한 백신 정보를 공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보건부의 커뮤니티 아웃리치 팀은 

모임 일정을 세워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하며, 개별 모임의 필요와 우선 사항에 충족하도록 언어 및 

정보를 조정합니다. 제공하는 세션들 대부분은 가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영향력 있는 분들을 통해 여러 지인들을 초대하여 백신에 대해 배우고 질문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Sam은 덧붙였습니다. “민족, 인종, 종교 등, 배경이 서로 

다른 분들을 위해 7개 언어로 청취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는 역사 관련 질문이 대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서 직접 답변을 듣거나, 무슬림의 

경우 백신이 할랄인지 아닌지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입소문 프로그램은 1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수십 차례의 프레젠테이션을 이미 발표했고 2월에도 

프레젠테이션 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예배 시설, 아파트 단지 관리자, 보육원, 

Fairfax County 공립 학교 부모 연락관 등 100명 이상의 지역 리더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안전한 모임을 위해 최소 참석 요건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아랍어 또는 암하라어 등으로 진행됩니다. 
 

“백신 정보는 공평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COVID-19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의 

리더들에게 연락하고 해당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소집해 백신에 대한 최신 소식과 백신 접종 

방법을 알릴 수 있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종교계 리더, 비영리 근로자, 소규모 기업인 및 기타 

리더들은 우리의 커뮤니티에서 믿을 만한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올바르게 백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의 리더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최신 백신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라고 Sam은 말했습니다.  
 

Fairfax County의 COVID-19 웹사이트에 있는 “Language Portal”에서 언어별 다운로드 자료, 비디오 및 

오디오 정보를 비롯하여 문화적으로 적합한 다양한 COVID-19 정보 및 리소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 사용자는 스페인어 블로그와 소셜 미디어 피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airfaxcounty.gov/covid19/
https://www.fairfaxcounty.gov/covid19/language-portal
https://www.fairfaxcounty.gov/covid19/spanish
https://www.fairfaxcounty.gov/covid19/span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