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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을 준비

의사 선생님께  내가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코로나 백신을 맞는 날 먹고 있는 약을 계속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백신 맞는 날에는 어떤 약을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되는지 알려 주실거예요.

코로나 백신 안전하게 맞기

코로나 백신을 맞으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맞으러 가야 합니다.

마스크가 나를 보호해 줍니다.

마스크는 다른 사람도 보호해 줍니다.

마스크를 쓸때는 코와 입을 가려 지도록 써 주세요.

마스트를 턱 아래로 내리고 얼굴에 딱 맞게 써 주세요.

백신을 맞기 위해서 줄을 서야 합니다.

줄을 설때 다른 사람과 팔 두개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기다리기

백신을 맞는 곳에서 누군가 어디서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 주실거예요.

어디 앉아서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 주실거예요.

기다릴 때는 다른 사람과 팔 두개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백신을 맞는 장소에서 내가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거예요.

백신을 맞고 나서 내가 괜찮은지 15분 동안 기다려야 보아야 합니다.

도와주시는 분이 내가 괜찮은지 물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언제 집에 가도 되는지 알려 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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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 얻기

백신을 맞고 나면 카드를 받게 됩니다.

그 카드에는 내가 무슨 백신을 맞았는지 써있습니다.

카드 읽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물어보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 카드를 잘 간직하세요.

백신에 대한 정보가 있는 종이도 한장 주실거예요.

그 종이에는 맞은 백신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종이로 주실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정보를 읽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물어보세요.

백신에 대해 궁금한 점 이 있으면 맞을 때 물어보세요.

몇 번 맞아야 하는지도 물어보세요.

언제 다시 맞아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터 보호되는지 물어 보세요.

원문: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ownloads/easy-to-read/Stay-Safer-Getting-Your-C
OVID-19-Vaccin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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