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19 정보

예방 접종을 하십시오.. 안전하고 쉽습니다.
차례가 되면 신청하십시오.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예방 접종을 해야

약속을 지키십시오.

합니다.

2차 접종을 하십시오.

노인들이 중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지만, 백신은

코비드-19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생명을 구합니다.
백신은 당신이 감염되는 것을 막고, 감염이 되더라도
심각하게 아프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백신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거나 사망할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제일

젊은이들과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백신은 면역 체계 구축에 도움을
을 줌으로써 질병을
퇴치하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보호하게 합니다.
코비드-19에서 회복된 사람들도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예방 접종을 해야 합니다.

먼저 예방 접종을 하도록, 단계적으로 예방 접종을 하고

예방 접종을 하면 안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백신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백신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먼저 의사와

무료 주사 예약

상담하십시오.

alberta.ca/vaccine에서 언제 백신을 맞을 자격이 되는지

16세 미만이거나 백신에 포함된 어떤 성분에 대해 심각한

알아보십시오. 차례가 되면 상황에 맞는 올바른 방법을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예방 접종을 하지 마십시오. 전체

사용하여 예약을 하십시오.

백신 성분 목록은 alberta.ca/vaccine에서
alberta.ca/vaccine
확인할 수



참여 약국을 찾으십시오



알버타 헬스 서비스 (Alberta Health Services)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하십시오

예방 접종 후에 일어나는 일

헬스 링크 (Health Link) 811 에 전화하십시오

백신은 독감 주사처럼 팔 위쪽에
쪽에 주사됩니다.

알버타 헬스 케어 카드 (Alberta
Alberta Health Care card
card)가 없는
경우, 알버타 헬스 서비스 온라인을 통해 또는
는 811에
전화하여 예약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언제 자격이 되어 예약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811에
전화하십시오. 서비스는 240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제공됩니다.

그 후 주사 부위의 빨개짐, 붓기나
나 통증, 가벼운 열이나
두통과 같은 가벼운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항체를 만들기 위해 면역 체계가 백신과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증상은 며칠 내에 사라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백신은 2회 접종이 요구됩니다.
요구됩니다 마지막 접종을
받은 후 14일이 지나야 완전한 예방 접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태워 줄 차가 필요하십니까?

사실을 아십시오

백신 접종 약속을 오고 갈 때 귀하를 태워 줄 차를 찾는 데



도움을 받으려면 211로 전화하십시오.
누가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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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협력 덕분에 코비드
비드-19 백신은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르게 개발되었습니다. 승인된
모든 백신은 안전, 품질 및 효과에
효
대한 캐나다 보건부
(Health Canada)의 엄격한 기준을
기
충족시켰습니다.

코비드-19 정보

예방 접종을 하십시오.. 안전하고 쉽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백신을



맞았습니다.


수도 있습니다.


코비드-19 로 인해 격리를 해야 하지만 자택에서는

어떤 백신이 제공되든 가능한 한 빨리 예
예방 접종을

격리할 수 없는 경우, 무료 호텔
호 객실 및 재정 지원이

받으십시오. 백신은 질병을 예방하고 퇴
퇴치하는 데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11 로 전화하십시오.

자연 면역이 없습니다. 감염되는 것보다
보다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니다.
백신으로부터 코비드-19 에 감염되지 않
않습니다.
백신에는 실제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지
지 않습니다.
예방 접종을 한 후에도 여전히 양성 판정
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백신은 여러분이 심각하게
하게 아프거나,
병원 입원이 필요하게 되거나, 코비드-19
19 로 사망할
가능성을 줄여 줍니다.


아프거나, 격리를 할 필요가 있거나, 격리된 사람을

사회가 이 전염병에 대한 광범위한 “집단
단 면역 (herd

코비드-19 는 신종 바이러스이므로 그 어느 누구도





돌보고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는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도움이 되는 항체를 만들어 면역 체계를
를 강화시킵니다.



통해 또는 811 로 전화를 걸어
어 검사를 예약하십시오.

받는 것은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우리 지역
immunity)”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니다.


경우, 집에 머물며 검사를 받아야
받
합니다. 온라인을

예방 접종은 자발적이지만, 우리 주변 사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예방 접종을

증상이 있거나 코비드-19 에 노출된 것을 인지하는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팬데믹이 끝난 것
것은 아닙니다.
예방 접종을 한 후에도 공중 보건 조치를
를 계속
따르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바이러스를
를 옮길 수도
있고,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
들을 감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Translated resources are available in Af-Soomaali,
Soomaali,
Arabic, 简体中文, 繁體中文, Español, Français, िह ी,
한국어, Persian, ਪੰਜਾਬੀ, Tagalog, Tiếng
ếng Việt and Urdu at
alberta.ca/CovidTranslated, or call 811.

기타 코비드-19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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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 케어 팀 (COVID
COVID Care Teams)은
Teams
사람들을
자원들 (resources)과 연결하고
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마스크, 소독제 및 번역된 자원
원들을 배포하기 위해
캘거리 및 에드먼튼 시와 협력
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