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예방주사를 맞는 방법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하게 지내기



스토리를 크게 읽어주세요.  

읽으면서 노란색 상자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세

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코로나-19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 주사는 제가 COVID-19로 인해 많이 아프지 않게 도와준대요.



오늘 코로나-19 예방 주사를 맞으러가요.

우리 언니가 같이 가기로 했어요.

당신은 누구와 COVID19 예방 주사를 맞으러 갈 것입니

까? 이름을 쓰거나 여기에 그리세요.

와 갈것이다.



차를 타고 가요.

당신은 어떻게 그곳에 갈 건가요?이 선택지 중 하나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차를타고 버스를 타고 ] 걸어서 



나는 마스크를 썼어요.

의사 선생님도 마스크를 썼어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마스크는 어떻게 생겼

나요? 여기에 쓰거나 그리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마스크는  _____________          .



병원에 도착해서 내 순서를 기다렸어요.

나는 다른사람과의 거리두기를 잘 지켰어요. 



의사 선생님이 코로나19 예방 주사를 놔주었어요.



집에오니 많이 피곤해요.

예방 주사 맞은대가 아파요.

몇일이 지나니 많이 좋아졌어요.



때때로, 사람들은 예방주사를 2번 맞아야 한대요.만약 내가 예방주사를 

2번 맞아야한다면, 다른날 주사를 맞으러 와야해요.



의사 선생님이 코로나19 예방 주사를 놔주었어요.

처음 주사를 맞은것과 같았어요.



제 친구들도 모두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예방주사를 맞고 몇주가 지나고, 친구들과 다시 안전하게 
만날 수 있었어요. 나는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친구들과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여기에 쓰거나 

그리세요.

나는 내친구들과 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떻게 COVID-19 주사를 맞으실 건가요?
빈칸에 알맞는 말을 써 주세요.

 을 이용해서
예방주사를 맞으러 갈것이다.

코로나19 예방주사는 제가 COVID-19로 인해 많이 아프지 않게 
도와준대요.



어떻게 COVID-19 주사를 맞으실 건가요?
밑칸에 알맞는 말을 써주세요. 

제 모든 친구들도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예방주사를 맞고 몇주가 지나고, 친구들과 다시 안전하게 만날 수 있었어요.

나는 친구들과  _________                                        을 하고싶어요.



 Translation completed by Community Inclusion & Development
Alliance (CIDA) with a COVID-19 Funding from the NYS Disability

Planning Council. 
 

 CIDA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serve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CIDA is a federally funded

Community Parent Resource Center serving Korean-American
families in Queens, Nassau and Suffolk County, NY. 

 
위의 번역은 Community Inclusion & Development Alliance (CIDA) 와 뉴욕

주 발달장애기획위원회(NYS DDPC)의 협력으로 제공되었습니다. 
 

CIDA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돕기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 (501(c)3 Non-
Profit organization)로서, 뉴욕 주의 퀸즈, 나소 및 서포크 카운티의 한인 가족을

지원하는 연방 학부모 지원센터입니다.
 

 www.cida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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