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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배경및업데이트

►백신

►마스크

►테스트

►치료

►필라델피아의아시아공동체에미치는영향



백신: 자격이 있는사람은누구입니까?
► 민간 의료 제공자, 시에서 운영하는 팝업 창구, 약국, 진료소, 병원, 지역 사회

봉사 단체 및 대규모 예방 접종 행사를 포함하여 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수백 곳이 있습니다.

► https://www.phila.gov/services/mental-physical-health/get-
vaccinated/sign-up-to-get-a-covid-19-vaccine/

► 신분증이나 건강 보험을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제 5세 이상부터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11세의 어린이는 Pfizer-BioNTech 백신의 소아 용량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합니다.

•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은 Pfizer-BioNTech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은 Pfizer-BioNTech 백신, Moderna 백신 또는 Johnson & 
Johnson 1회 접종 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에서 코로나19 백신이나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

• 외출할 수 없는 사람.

• 장애나 건강 문제가 있어서 백신 접종을 목적으로 외출하지 못하는 사람.

• 교통 및 일정 문제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백신 접근이 어려운 사람.

► 재택 예약을 요청하려면 https://www.phila.gov/services/mental-
physical-health/get-vaccinated/sign-up-to-get-a-covid-19-vaccine/ 
링크에서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거나 215-685-5488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백신: 효능이란 무엇입니까?
► Pfizer-BioNTech 또는 Moderna 백신과같은 2회 접종 시리즈의경우 2차 접종후

2주 후또는 J&J/Janssen 백신과 같은 1회 접종백신의 경우 2주 후에는완전히 백신
접종을받은 것으로간주됩니다.

하지만
► 완전히백신 접종을하는 것은 "최적으로보호되는" 것과다릅니다. 최적으로

보호받기위해서는 자격이있을 때그리고자격이 있는경우 부스터샷을접종할
필요가있습니다.

► 효능이란수혜자가 덜아프고 입원하거나사망하는사례가 적다는것을 의미합니다. 

► 입원했거나사망한 대다수의사람은 백신접종을받지 않은사람입니다.

► CDC의새로운업데이트에 따르면백신을접종하지 않은미국인보다 코로나19 
부스터샷을접종한 미국인이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할확률이 97배 낮습니다.

► 또한완전히 백신접종을 받은미국인(최대 2회 접종했지만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은사람들)은백신을 접종하지않은 사람들보다코로나19로 사망할확률이 14배
낮습니다.



백신: 부스터샷 접종후면역력 향상
완전 백신 접종 후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체내 항체 형성

더욱 강력한 반응

항
체

항체가 역치
이상으로 유지

보호 면역 역치

1차
접종

부스터샷2차
접종



백신: 부스터 ► 12세 이상은누구나 1차 코로나 백신
시리즈를완료한 후 5개월(J&J 백신의
경우 2개월) 후에부스터샷 접종을받을
수있습니다.

► 12세에서 17세 사이는 Pfizer-BioNTech 
부스터샷을접종할 수있습니다. 

► 18세 이상은접종받을부스터샷을 선택할
수있습니다.

► 심각한면역 억제(장기이식, 암치료)가
있는사람은 3차 접종을받은 후나중에
부스터샷을접종해야 합니다.

► 부스터샷을접종하려면 백신카드나 백신
카드사진을 제시해야합니다. 

► 카드를분실한 경우교체 요청양식
bit.ly/philavaxrecordrequest를
작성하거나 covidphila.gov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215-685-5488번으로전화하여
교체를요청할 수있습니다.



백신 접종을완료한 필라델피아
거주자(2022년 2월 4일기준)

* https://www.phila.gov/programs/coronavirus-disease-2019-covid-19/data/vaccine/

백신 접종을 완료한 거주자

완전 백신 접종을 받은 인구 비율 및백분율

주별 연령 및인종우편번호별 비율(12세 이상)

주별 연령 주별 인종(12세 이상) 주별 성별(12세 이상)

총 18세 이상 백분율

이 데이터는 제공자, 펜실베이니아 보건부 및 연방 정부가 보건부에 보고한 백신 관리에서 얻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주의 필라델피아 거주자에게 투여되는 백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 시각 자료는 필라델피아와 펜실베이니아에서 투여된 백신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으며 미국 인구조사국의 인구 추정치를 사용합니다. 모든 백분율은 인구 조사 추정치를
고려하여 95%로 제한됩니다.

10,000당 비율

인
구
의

%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인 히스패닉 백인

인
구
의

%

여성

남성

12세 이상 백분율



부스터샷을접종한필라델피아
거주자(2022년 2월 4일기준)

부스터샷을 접종한 거주자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인구비율 및백분율

주별연령 및인종우편번호별 비율(18세 이상)

주별연령 주별인종(18세 이상) 주별성별(18세 이상)

총 18세이상백분율

이 데이터는 제공자, 펜실베이니아 보건부 및연방 정부가 보건부에 보고한 백신관리에서 얻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주의 필라델피아 거주자에게 투여되는 백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 시각 자료는 필라델피아와 펜실베이니아에서 투여된백신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으며 미국인구조사국의 인구추정치를 사용합니다. 모든백분율은 인구
조사 추정치를 고려하여 95%로 제한됩니다.

10,000당 비율

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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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인 히스패닉 백인

인
구
의

%

여성

남성



소아(5~11세) 백신접종
(2022년 2월 4일기준)

소아(5~11세) 코로나19 백신접종

총접종횟수 인종최소 1회접종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총계

최소 1회 접종
최소 1회 접종
비율(5~11)

최소 1회 접종 5~11세
인구의 %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인

히스패닉

백인



테스트
► 감염력이가장 높을때 집에서

신속하게검사를 받습니다.

► 가족, 친구와함께 모일
예정이라면모임 직전에테스트를
받으면좋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자와밀접접촉한 적이
있지만(24시간 동안 누적총 15분
이상코로나19 감염자와 6피트 이내
거리) 증상이없는 경우 3~5일 기다린
후테스트를 받으십시오.

► 증상이있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가정하십시오. 
검사장에서하는 PCR 검사로 확인할
수있지만, 확실히 알때까지는
전염성이있다고 생각해야합니다.



코로나19 양성판정을받은경우(격리)

코로나19 감염자에게노출된경우(격리)

백신접종여부와관계없이모든사람. ● 5일동안집에계십시오.

● 증상이없거나 5일후증상이사라지면외출이
가능합니다.

● 추가로 5일동안주변에사람이있을때계속
마스크를착용하세요.

열이있는경우열이내릴때까지계속집에계십시오.

본인이다음에해당한다면:

부스터샷접종
또는
지난 6개월이내에화이자또는모더나백신의 1차시리즈
완료
또는
지난 2개월이내에 J&J 백신 1차시리즈완료

● 10일동안주변에사람이있을때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가능하면 5일째에테스트하십시오.

증상이나타나면검사를받고집에계십시오.



오미크론치료
► 모든치료는증상이 시작된후며칠
이내에시작해야하며 중증질환에
걸릴위험이높은 사람들을위한
것입니다.

► 각치료에는 환자의 병력에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 경구용항바이러스제:
►Pfizer: 12세 이상의환자를 위한

Paxlovid
►Merck: 18세 이상의환자를 위한

Molnupiravir(효과가덜함)
► 정맥:

►GSK: Sotrovimab



안면마스크순위

면마스크 수술용마스크 KN95 마스크 N95 마스크



안면마스크

마스크
착용하지않음

면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방진마스크(N95/KN95)

마스크를착용하면양성반응이나올확률이낮아집니다

실내공공장소에서항상마스크를착용한다고보고한사람들은그렇지않은사람들보다
코로나19에대해양성반응을보일가능성이낮았습니다*

낮음

낮음

낮음

*일치 사례 대조 연구, 1,828명, 2021년 2월 10일~12월 1일
†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예: 백신 접종)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마스크유형을보고한 534명의참가자중†



인종별 코로나 사례(2022년 2월 4일 기준)

* https://www.opendataphilly.org/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알수없음

아메리카원주민

태평양섬주민

아프리카인

기타

백인

인종정체성 수
백인 84007
기타 10520
아프리카인 11
태평양섬주민 192
아메리카원주민 314
알수없음 620
아시아인 14659
히스패닉 47443
아프리카계미국인 119077



인종별 입원(2022년 2월 4일 기준)

인종_정체성 수
히스패닉 47443
아시아인 13797
아프리카계미국인 119623
백인 84007

아프리카계 미국인

백인

아시아인

히스패닉



인종별사망(2022년 2월 4일기준)

인종_정체성 수

아메리카원주민 5
아시아인 197
알수없음 15
아프리카계미국인 2184
기타 129
히스패닉 521
백인 1565

백인

히스패닉

기타

아프리카계미국인

알수없음

아시아인

아메리카원주민



자세한내용은: 

►https://www.phila.gov/programs/coronavirus-
disease-2019-covid-19/faq/

►카드를 분실한 경우: bit.ly/philavaxrecordrequest 

►215-685-5488

►이메일 covid@phila.gov

https://www.phila.gov/programs/coronavirus-disease-2019-covid-19/faq/
mailto:covid@phila.gov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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