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 백신에
관하여 친구와 가족과 대화하는 방법

우리는 모두 COVID-�� 집단 면역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COVID-�� 백신에 관해 여러 말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하도록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백신 접종 등록을 하시거나 예약 없이 거주지
예방 접종 클리닉으로 가세요

백신은 생명을 구하고 지역
사회를 보호합니다

온라인(getvaccinated.gov.bc.ca)이나
전화로(�-���-���-����) 또는 직접 아무 서비스 BC
사무소에서 등록합니다. 확인 번호를 보관하세요. 나중에
필요합니다.

COVID-�� 백신이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접종을
받는 사람들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도
보호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백신 접종자가 더 많아져 COVID-��에서
보호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수록, COVID-�� 확산은 더
어려워집니다.

COVID-�� 백신은 안전합니다

캐나다 보건부뿐 아니라 국제 과학계 등 전 세계의 공중 보건
기관들은 승인된 COVID-�� 백신이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임신했거나, 임신할 계획이 있거나, 모유를 먹이는
사람들에게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임신했거나, 임신할 계획이 있거나, 모유를
먹이고 있는 분은 담당 의료 제공자에게 문의하세요.
백신들은 전 세계가 기울인 대규모 노력과 이전의
코로나바이러스 연구 덕분에 기록적인 시간 안에 개발됐지만,
이전 백신들과 똑같은 단계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이미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백신은 COVID-��에 감염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백신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만 ��세 이상이면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접종 자격 안내와 관련 정보는
fraserhealth.ca/vaccine에 나와 있습니다.

fraserheath.ca/vaccine

�단계: 등록

�단계: 예약

백신 접종을 예약할 자격이 되는 시점에 연락을 받습니다.
�단계: 백신 접종

예약 시간 몇 분 전에 도착합니다. 반소매 셔츠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클리닉에서 접수 절차를 완료하고 백신을 맞은 후
관찰 구역에서 약 ��분간 머무릅니다. �차 접종은 예약 자격이
되는 시점에 연락을 받습니다.
무예약 방문도 환영합니다

원하시면, 예약 없이 백신 클리닉으로 가셔서 �차나 �차 백신을
맞으셔도 됩니다. 클리닉 위치는 fraserhealth.ca/vax를
보세요.

COVID-�� 안전은 여전히 최우선입니다

계속해서 공중 보건 당국의 명령과 지역에 대한 권고 사항을
따르시고, 손 씻기, 검사하기, 몸이 아프면 집에 머물기 등
COVID-�� 상식을 잘 실천하세요. 백신 접종을 다 받으실
때까지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세요.

정보를 계속 알아보세요

BC주의 COVID-�� 예방 접종 계획과 백신 안전에 관한 사실은
프레이저 헬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정부, BC 질병 통제
센터(BCCDC) 같은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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