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에게 COVID-19 백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정중하게 경청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 백신 접종에 대한 각 개인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 논쟁, 판단적인 태도, 또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피합니다.
• 사람들이 자신의 걱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멈춥니다.
• 과학 및 사람들의 개인적 우려 사항에 대해 전부 논의합니다.

• 아직 백신을 접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다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1. 대화를 시작합니다.

• 아
 직 COVID-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셨나요?

2.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우려 사항을 공유하도록 초대합니다.
• C
 OVID-19 백신 접종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 더
 쉽게 백신 접종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3. 상대방이 언급하는 모든 우려 사항이나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인정합니다.
• 그것에 대한 우려를 이해합니다...

4. 자신의 이야기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해도 되는지 묻습니다.
• 백신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5. 정확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에게 nyc.gov/covidvaccine에서에서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 자원, 자료를 알립니다:

• 오
 늘 백신을 접종하세요! on.nyc.gov/get-vaccinated
• C
 OVID-19 백신에 대한 진실
on.nyc.gov/truth-vaccines

Korean

• C
 OVID-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대상은?
on.nyc.gov/receive-vaccine
• 생
 식 건강과 COVID-19 백신
on.nyc.gov/reproductive-health-faq
• m
 RNA COVID-19 백신 작용 방식
on.nyc.gov/mrna-vaccines

• J ohnson & Johnson COVID-19 백신의
작동 방식: on.nyc.gov/johnson-vaccine

6. 백신 접종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 C
 OVID-19에 감염되어 이를 우리 가족에게 옮길
위험성과 비교했을 때 백신 접종의 위험성이 더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
 부작용은...

7. 상
 대방에게 중요한 것과 자신이 공유하는 것의 우선
순위를 확인하여 공통점을 찾습니다.
• 우리 모두 가족을 보호하고 싶어 하는 것 같군요.

8.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 백
 신 접종 시간과 장소를 찾아드릴까요?

뉴욕시에서는 12세 이상의 모든 분에게 COVID-19 백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yc.gov/vaccinefinder에서 또는
877-829-4692번으로 전화하여 백신 접종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택에서 백신을 접종하려면 877-829-4692번으로 전화하거나
nyc.gov/homevaccine에서 서식을 작성하여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NYC 보건부에서는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 권장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