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와 집단 면역
집단 면역이란?
집단 면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에 대한 면역이 생겨서 사람들 사이에서 질병이 확산될 위험이 적어지는 것
을 말합니다. 질병이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면역력이 생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집단 면역은 어떻게 가능해지나요?
COVID-19 백신 및 감염에 대한 집단 면역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COVID-19 백신은 집단 면역
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COVID-19 백신은 COVID-19로 인
한 심각한 질환을 매우 효과적으로 예방한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팬데믹을 종식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COVID-19에 감염되면 자연적인 보호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신 증거에 따르면 COVID-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최초 감염된 후 90일 이내에 다시 감염되는 것은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호
능력이 얼마나 지속될지 확실하지 않으며, COVID-19로 인한 심각한 질환 및 사망 위험은 자연적 보호 기능
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집단 면역은 언제 가능한가요?
집단 면역을 위해 백신 접종을 해야하는 인구의 비율은 질병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람간에 쉽게 전
염되는 홍역에 대한 집단 면역은 인구의 약 95%가 백신 접종을 해야 하며, 소아마비의 경우, 백신 접종률은
약 80%에 도달해야 합니다.
COVID-19에 대한 집단 면역을 안전하게 달성하려면 전체 인구에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인
구의 상당수가 백신 접종을 해야 합니다. 현재 집단 면역을 위해 COVID-19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정확한
인구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백신 접종이나 자연 면역으로 충분한 인구가 COVID-19에 대한 면역이 생기면 바이러스가 확산될 확률이 훨
씬 적어집니다.

COVID-19 와 집단 면역

집단 면역과 메릴랜드주의 COVID-19 백신접종 계획

메릴랜드주는 노출의 상대적 위험 또는 중증 질환 발생 등을
기준으로 주민들에게 백신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전 우선순위 대상자 그룹에 속하는 개인은 백신 접종에서
우선적으로 접종을 받게 됩니다.
백신 접종 예약을 하시려면 covidvax.maryland.gov에서
쉽게 백신 접종 제공자를 찾으실 수 있으며 아니면 주정부
COVID-19 백신 지원 센터에 1-855-MD-GOVAX
(1-855-634-6829)로 연락하여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는 제3단계에 이르렀습니다. 16세 이상의
모든 메릴랜드 주민은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COVID-19의 확산은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COVID-19 감염 및 확산을 가장 잘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검사를 받기 위해 가까운 검사소를 찾으려면 covidtest.maryland.gov를 방문해 주십
시오.

•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

공공 장소에서 타인과 6피트 이상 거리를 두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십시오.

•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면 반드시 접종하도록 하십시오.

COVID-19 백신 관련 자료, 즉 자료표 및 FAQ 등을 알아보려면

covidLINK.maryland.gov를 방문해 주십시오.

@MDHealthDe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