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nsumer Action Guide
COVID-19에 대한 대응

커뮤니티 기반 조직들을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 지원 정보

지역 사회 기반 조직(CBO)들은 봉사 활동 및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들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들의 첫 주택 장만을 안내하는 것부터 재향
군인들이 그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이해,
사용하도록 돕는 것까지 이러한 조직들은 이웃간의
관계 및 개인과 가족의 삶을 개선합니다.
2020년 초 COVID-19 위기가 닥쳤을 때 많은
CBO들은 이들의 주 업무 영역을 전환하여 예방
보건 교육과 다양한 경제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해
그들이 속한 지역 사회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는 많은 이들이 전염병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백신 접종은 정상 생활로의 복귀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지만, 2021년 7월 초 현재 미국 성인의 약
절반이 여전히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습니다.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은 노인, 면역 저하 및 기타 취약 인구 층의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질병 및 사망을 줄이는 데
더욱 더 중요합니다. CBO는 지역 사회를
"생존"에서 "번창"으로 옮기기 위해 다시 한 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지역 사회 내에서 COVID-19 예방 접종을
장려하고 소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도구 및 정보를 소개합니다.
지역 사회 기반 조직 COVID-19 백신 툴킷:
COVID-19 백신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 사회 교육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toolkits/commu‐
nity-organization.html

국가 공중 보건 기관은 COVID-19의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 봉사 조직원들을 위해 이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귀하의 조직이 COVID-19
백신에 대해 사람들을 교육하고, 예방 접종의
이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일반적인 질문과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를 돕고자 설계되었습니다. 이 키트에는
커뮤니티와 공감할 수 있는 주요 메시지, 자료표,
포스터, 템플릿 편지/이메일,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소셜 미디어 메시징, 블로그 게시물,
뉴스레터 내용, 시각화 된 그래픽, COVID-19
자료표, 사진 및 인쇄 가능한 스티커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CDC가 편집한 리소스 목록인

"커뮤니티 기반 조직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리소스"도 참조하세요. 많은 자원이 특정 지역 및
인구 층에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https://
www.cdcfoundation.org/CBOVaccineResources.)
COVID-19 백신 접종의 이점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vaccine-benefits.
html

CDC에서 제공하는 이 목록은 백신의 안전성부터
코로나 관련 질병 및 사망 예방에 대한 효과, 그리고
전염병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위한 예상까지,
코로나 백신이 주는 모든 혜택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COVID-19 공교육 캠페인
미국 보건복지부
https://wecandothis.hhs.gov/

7월 4일까지 가능한 한 많은 미국인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한 캠페인은 카운티별 백신 주저
데이터, 무료 가이드, 광고, 소셜 미디어 메시지 및
다양한 커뮤니티 홍보를 위한 기타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COVID-19 지역
사회 봉사단(https://wecandothis.hhs.gov/covidcommunitycorps)에
가입하면 지역 사회에서 백신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기 적절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COVID-19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당신이 알아야 할
12가지
존스 홉킨스 의대
https://www.hopkinsmedicine.org/health/conditions-and-diseases/coro‐
navirus/covid19-vaccine-hesitancy-12-things-you-need-to-know

다양한 지역 사회에서 당뇨병, 심장 질환 및 질병
경향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저명한 의학 연구 대학의
최고 다양성 책임자(Chief Diversity Officer)가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백신 접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12가지 사실과 통찰력을
공유합니다.
COVID-19 허위 정보 도구
미국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
https://www.cisa.gov/covid-19-disinformation-toolkit

이 도구는 주, 지방, 부족 및 영토(SLTT)
공무원들이 COVID-19 의 기원, 규모, 정부의 대응,
예방 및 치료에 관련된 허위 정보나 음모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도구에는
잘못된 정보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점, FAQ,
홍보 그래픽 및 포스터가 포함됩니다.
COVID-19 백신 신뢰 도구
카이저 퍼머넌트
https://about.kaiserpermanente.org/content/dam/kp/mykp/documents/
instructions/covid-19-vaccine-confidence-toolkit.pdf

Kaiser Permanente의 도구은 백신 신뢰도에 대한
장벽을 구분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조직 단체들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백신 프로그램을
확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식별하고, 그 방법들을
전략적으로 선택, COVID-19 백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다양한 "백신
신뢰 원형"(Reluctant Vaxxers, Cautious Supporters, Concerned 회의론자 등)을 분류하고 "Trusted
Messenger"(예: CBO 직원)가 그룹 간에 백신 접종
속도와 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표적 접근
방식을 권장합니다.
COVID-19 백신 자원
전국 농촌 보건 협회(NRHA)
https://www.ruralhealthweb.org/programs/covid-19-pandemic/covid-19vaccine-resources

국가 농촌 보건 협회(NRHA)는 농촌 지역 사회내
백신 지원 및 교육을 수행할 때 이해 관계자가
직면하는 고유한 문제와 관점이 있음을 이해하고,
널리 이용될 수 있는 정보 키트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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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COVID Collaborative, Health Action
Alliance 및 Ad Council을 비롯, 협력하여 개발된
대화 시작 및 공공 서비스 발표뿐만 아니라 신앙
지도자 및 농업 지도자를 포함하여 신뢰할 수 있는
특정 메신저를 위한 리소스에 대한 링크가
포함됩니다. 일부 자료는 조직의 로고와 공동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조직에서 툴킷에
추가하려는 관련 농촌 COVID-19 백신 자원를
생성한 경우 NRHA에 editor@nrharural.org로 연락하여
포함을 요청하십시오.)
COVID 에서 더 나아가: 중요한 대화
카이저 가족 재단
https://www.greaterthancovid.org/

간단한 Q&A 비디오에서 라틴계 의사, 간호사,
홍보 담당자(https://www.greaterthancovid.org/theconversation/
latinx-community/) 및 흑인 의사, 간호사, 연구원(https://
www.greaterthancovid.org/theconversation/) 들이 COVID-19
백신에 대한 사실과 잘못된 사실들을 소개합니다.
모든 콘텐츠는 권리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동영상은 YouTube를 통해 웹사이트에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COVID-19 예방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5가지
효과적인 메시지 전략
JSI 연구 및 교육 연구소, Inc.
https://www.jsi.com/5-effective-messaging-strategies-to-encourage-

covid-19-vaccination/

공공 의료 및 건강 시스템 컨설팅 및 연구 회사인
JSI는 지역 사회에서 백신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위한 5가지 팁을 공유합니다(각 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페이지 참조).
■ 백신에 대한 망설임보다는 백신 수용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 COVID-19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없애십시오.
■ 예방 접종 장려를 위해 개인들의 후기를
사용하십시오.
■ 백신으로 인한 잠재적인 부작용을
포함하십시오.
■ 예방 접종에 대해 친구 및 가족과
이야기하십시오.
COVID-19 백신에 대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조언을 얻으려면 "COVID 백신 접종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방법"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를 온라인에서 검색하십시오.
컨서머 액션 COVID-19에 대한 대응: 백신 관련 사실과
허위 정보 구별하기 (https://www.consumer-action.org/korean/arti‐
cles/Vaccine_Disinformation_kr) 사이트에서 어떻게 백신
접종에 대한 반대를 극복하고, 왜 우리는 백신을
맞아야 하며, 어떻게 허위 정보를 인식, 차단하고,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컨수머 액션 (Consumer Action)
www.consumer-action.org

컨수머 액션은 교육과 옹호를 통해 전국의
사회적 지위가 미약한 소비자들을 위한
공정성과 재정적 번영을 장려하는 강력한
소비자 권리와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조언 및 지원 : 소비자 불만은 https://
complaints.consumer- action.org/forms/english-form 에서
제출하거나 415-777-9635로 전화하십시오.
핫라인은 중국어, 영어 및 스페인어로 전화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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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제작
이 안내서는 컨수머 액션 (Consumer Action)의
COVID-19 교육 프로젝트의 일부로 작성되었습니
다. 본 간행물은AT&T가 제공한 자금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