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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세부정보 요약 

 
위치: Wolstein Center at Cleveland State University, 2000 Prospect Ave. E., Cleveland, OH 44115.  
날짜: 3월 17일부터 시작 (8주 동안 주 7일 운영) 
시간: 오전 8시 - 오후 8시 
예약 방법: 
현재 백신 접종 대상인 오하이오 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gettheshot.coronavirus.ohio.gov, 검색란에 우편코드 44115를 입력하세요. 
• 전화: 1-833-4-ASK-ODH (1-833-427-5634) 
• 주정부 및 연방정부 직원이 특정 커뮤니티를 방문하여 직접 등록을 받습니다. 

준비물: 다양한 종류의 ID 로 귀하의 이름, 신원 및 연령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민권 또는 거주 자격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 무료, 보험 필요 없음.  
주차: 무료 
교통편 지원: United Way 211으로 전화하여 교통편 지원을 받으십시오. 무료 그레이터 클리블랜드 
RTA(Regional Transit Authority) 버스 패스, 라이드-쉐어 서비스 및 Senior Transportation Connect 및 지역 교회를 
통한 교통편 등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담당기관: 오하이오 보건부, 오하이오 방위군, 오하이오 재해관리국 (미연방재해관리국(FEMA) 지원), 국방부, 
클리블랜드 시청, 카이아호가 카운티 및 클리블랜드 주립대학교. 
웹사이트: http://bit.ly/MassVaxOhio 
자세한 내용: COVID-19 백신에 대해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은 coronavirus.ohio.gov/vaccine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lnks.gd/l/eyJhbGciOiJIUzI1NiJ9.eyJidWxsZXRpbl9saW5rX2lkIjoxMDEsInVyaSI6ImJwMjpjbGljayIsImJ1bGxldGluX2lkIjoiMjAyMTAzMDguMzY1NzgxMzEiLCJ1cmwiOiJodHRwczovL2dldHRoZXNob3QuY29yb25hdmlydXMub2hpby5nb3YvIn0.rmck36RrtGxmSelz4l_OHWTglZSeId9Q2prvBXseo4I/s/1080057151/br/99597121410-l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covid-19-fact-sheet-forms-of-id.pdf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covid-19-fact-sheet-forms-of-id.pdf
http://bit.ly/MassVaxOhio
https://coronavirus.ohio.gov/wps/portal/gov/covid-19/covid-19-vaccination-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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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대량 백신접종 장소 
• 현재 접종 중인 COVID-19 백신은 모두 안전하며 COVID-19으로 인한 중병, 입원 및 사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COVID-19 백신 접종은 무료입니다. 
• 다양한 종류의 ID가 인정되며,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시민권이나 거주 자격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접종기관에서 귀하의 이름, 신원 및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gettheshot.coronavirus.ohio.gov)이나 전화(1-833-4-ASK-ODH (1-833-427-5634))로 클리블랜드 주 
월스타인 센터에서 진행되는 COVID-19 백신 접종을 예약하십시오.  온라인으로 예약할 때, 검색 
필드에 우편 코드 44115를 입력하여 월스타인 센터의 위치를 찾으십시오. 

• 3월 17일부터,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교통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1로 전화하여 교통편 지원을 받으십시오. 무료 그레이터 
클리블랜드 RTA(Regional Transit Authority) 버스 패스, 라이드-쉐어 서비스 및 Senior Transportation 
Connect 및 지역 교회를 통한 교통편 등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 대량 백신 접종은 오하이오 보건부, 오하이오 방위군, 오하이오 재해관리국 (미연방재해관리국(FEMA) 
지원), 국방부, 클리블랜드 시청, 카이아호가 카운티 및 클리블랜드 주립대학교의 협조 하에 
클리블랜드 커뮤니티에 COVID-19 백신을 접종하도록 진행됩니다. 

• 자세한 정보: coronavirus.ohio.gov/vaccine. 
 

COVID-19 백신 
• 모든 COVID-19 백신은 안전하며 효과적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접종 중인 COVID-19 백신은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으며 COVID-19 질병으로 인한 중병, 입원 및 사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COVID-19 백신 개발 과정에는 독감이나 수두와 같은 이전 백신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단계와 비슷한 여러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DA와 외부 의료 전문가들은 이러한 백신이 철저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평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생략된 절차는 없었습니다. COVID-19 백신은 수 십년 간의 연구와 기초 작업 이외에도, 프로세스를 
간결화하고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전략적 노력 덕분에 더욱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 COVID-19 백신 접종으로 COVID-19에 감염될 수는 없습니다. 백신에는 생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이는 곧, 백신으로부터 COVID-19에 감염되거나 COVID-19 바이러스 테스트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COVID-19 백신 연구는 역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백신 연구에는 약 5,000명이 
참가합니다. 모더나 COVID-19 임상시험에는 약 30,000명이 참가했으며, 존슨앤존슨과 화이자-
바이오엔텍 임상시험에는 각각 약 43,000명이 참여했습니다. 

• COVID-19 백신은 불임이나 유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COVID-19 백신이 불임을 유발하거나 유산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COVID-19 백신은 귀하의 DNA를 변경하거나 유전적 구성을 개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COVID-19 백신도 
인간의 유전적 구성을 개조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신은 인체에 향후 감염을 방어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http://gettheshot.coronavirus.ohio.gov/
https://coronavirus.ohio.gov/wps/portal/gov/covid-19/covid-19-vaccination-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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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주사에는 마이크로칩이나 추적 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신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신체를 추적하거나 제어하는 마이크로칩, 나노칩, RFID 추적기 또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부작용은 경미하며, 이것은 신체가 면역력을 기르고 있다는 정상적인 신호입니다. 독감 백신과 같은 
다른 백신의 부작용과 유사하며, 며칠이면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나 이틀 정도, 주사 부위의 
통증이나 빨갛게 부어 오름, 몸살, 두통이나 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심각한 반응이나 과민증은 
드물게 나타납니다. 특히 다른 백신이나 백신의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를 포함한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의사와 COVID-19 백신에 관한 상담을 받으십시오. 해당 의사가 귀하의 위험을 평가한 후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지 그리고 접종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오하이오의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CDC)와 미국 식품의약청(FDA)가 백신의 유통과 백신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COVID-19 백신 접종에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접종 기관에서 보험사에 행정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에게 보험, Medicare 또는 Medicaid 정보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비용을 직접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을 연구한 임상시험에는 역사적으로 임상 연구에서 소외된 커뮤니티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포함되었습니다. 임상시험에 포함된 참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유색 인종(화이자-바이오엔테크 참가자 중 42%, 모더나 참가자 중 37%, 존슨앤존슨 참가자 중 
35%) 

o 65세 이상(화이자-바이오엔테크 참가자 중 21%, 모더나 참가자 중 23%), 60세 이상(존슨앤존슨 
참가자 중 34%) 

o 당뇨병, 심각한 비만, 심장질환 등 COVID-19에 걸릴 경우 위험도가 높은 만성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화이자-바이오엔테크 참가자 중 46%, 모더나 참가자 중 42%, 존슨앤존슨 참가자 중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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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캘린더 게시 
위치: Wolstein Center at Cleveland State University 
Address: 2000 Prospect Ave. E., Cleveland, OH 44115 
날짜: 3월 17일부터 시작(8주 동안 주 7일 운영)   
시간: 오전 8시 - 오후 8시 
웹사이트: http://bit.ly/MassVaxOhio 
전화번호: 1-833-4-ASK-ODH (1-833-427-5634) 
설명: O문자 제한에 따라 아래 옵션 중 선택. 

 
1,000자 미만: 
 COVID-19 백신 접종 예약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COVID-19 백신 접종 대상 
오하이오 거주자는 gettheshot.coronavirus.ohio.gov 에서검색 필드에 우편 코드 44115를 입력하여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는 1-833-4-ASK-ODH (1-833-427-5634)로 전화하여 예약하십시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COVID-19 백신 접종은 무료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ID 로 귀하의 이름, 신원 및 연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 증빙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편 지원을 받으려면, 211로 전화하여 
무료 그레이터 클리블랜드 RTA(Regional Transit Authority) 버스 패스 또는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이 대량 백신 접종은 오하이오 보건부, 오하이오 방위군, 오하이오 재해관리국 (미연방재해관리국(FEMA) 
지원),  국방부, 클리블랜드 시청, 카이아호가 카운티 및 클리블랜드 주립대학교의 협조를 받아 진행됩니다.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800자 미만: 
COVID-19 백신 접종 예약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 대상 오하이오 
거주자들은 gettheshot.coronavirus.ohio.gov 에서 우편 코드 44115를 찾아 예약하거나, 또는 1-833-4-ASK- ODH로 
전화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어도 COVID-19 백신은 무료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ID 가 인정됩니다. 
영주권 증빙은 필요 없습니다. 211로 전화하여 무료 그레이터 클리블랜드 RTA 버스 패스나 라이드-쉐어 지원을 
받으십시오. 오하이오 보건부, 오하이오 방위군, 오하이오 재해관리국 (미연방재해관리국(FEMA) 지원),  
국방부, 클리블랜드 시청, 카이아호가 카운티 및 클리블랜드 주립대학교에서 진행합니다.  

 
500자 미만: 
COVID-19 백신 접종 예약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 대상 오하이오 
거주자들은 gettheshot.coronavirus.ohio.gov 에서우편 코드 44115를 찾거나 1-833-4-ASK- ODH로 전화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어도 COVID-19 백신 접종은 무료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ID 가 인정됩니다. 
영주권 증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11로 전화하여 무료 RTA 버스 패스, 라이드-쉐어 지원 또는 기타 교통편 
지원을 받으십시오. 

 

http://bit.ly/MassVaxOhio
https://lnks.gd/l/eyJhbGciOiJIUzI1NiJ9.eyJidWxsZXRpbl9saW5rX2lkIjoxMDEsInVyaSI6ImJwMjpjbGljayIsImJ1bGxldGluX2lkIjoiMjAyMTAzMDguMzY1NzgxMzEiLCJ1cmwiOiJodHRwczovL2dldHRoZXNob3QuY29yb25hdmlydXMub2hpby5nb3YvIn0.rmck36RrtGxmSelz4l_OHWTglZSeId9Q2prvBXseo4I/s/1080057151/br/99597121410-l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covid-19-fact-sheet-forms-of-id.pdf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covid-19-fact-sheet-forms-of-id.pdf
https://lnks.gd/l/eyJhbGciOiJIUzI1NiJ9.eyJidWxsZXRpbl9saW5rX2lkIjoxMDEsInVyaSI6ImJwMjpjbGljayIsImJ1bGxldGluX2lkIjoiMjAyMTAzMDguMzY1NzgxMzEiLCJ1cmwiOiJodHRwczovL2dldHRoZXNob3QuY29yb25hdmlydXMub2hpby5nb3YvIn0.rmck36RrtGxmSelz4l_OHWTglZSeId9Q2prvBXseo4I/s/1080057151/br/99597121410-l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covid-19-fact-sheet-forms-of-id.pdf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covid-19-fact-sheet-forms-of-id.pdf
https://lnks.gd/l/eyJhbGciOiJIUzI1NiJ9.eyJidWxsZXRpbl9saW5rX2lkIjoxMDEsInVyaSI6ImJwMjpjbGljayIsImJ1bGxldGluX2lkIjoiMjAyMTAzMDguMzY1NzgxMzEiLCJ1cmwiOiJodHRwczovL2dldHRoZXNob3QuY29yb25hdmlydXMub2hpby5nb3YvIn0.rmck36RrtGxmSelz4l_OHWTglZSeId9Q2prvBXseo4I/s/1080057151/br/99597121410-l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covid-19-fact-sheet-forms-of-id.pdf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covid-19-fact-sheet-forms-of-i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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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웹사이트용 

COVID-19 대량 백신 접종 클리닉이 클리블랜드에서 주 7일 운영됩니다 
COVID-19 백신 접종 예약은 3월 17일부터 클리블랜드 주립대학교 월스타인 센터에서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COVID-19 백신 접종 대상인 오하이오 거주자들은 gettheshot.coronavirus.ohio.gov 에서 
우편 코드 44115를 입력하여 예약하거나, 또는 1-833-4-ASK-ODH (1-833-427-5634)로 전화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클리블랜드의 대량 백신 접종 장소 
현재 접종 중인 COVID-19 백신은 모두 안전하며 COVID-19으로 인한 중병, 입원 및 사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다음 중요 정보를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위치: Wolstein Center at Cleveland State University, 2000 Prospect Ave. E., Cleveland, OH 44115 

• 날짜: 2021년 3월 17 - 5월 5일 (8주 동안 주 7일 운영) 
• 시간: 오전 8시 - 오후 8시 

예약 방법 
현재 백신 접종 대상인 오하이오 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gettheshot.coronavirus.ohio.gov, 검색란에 우편코드 44115를 입력하세요. 
• 전화: 1-833-4-ASK-ODH (1-833-427-5634) 
• 주정부 및 연방정부 직원이 특정 커뮤니티를 방문하여 직접 등록을 받습니다. 

 
접종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gettheshot.coronavirus.ohio.gov 를 방문하여 귀하가 오하이오의 단계적 백신 접종 계획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이 백신 접종 장소는 모든 오하이오 거주 대상자에게 오픈됩니다. 클리블랜드나 카이아호가  카운티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물 
다양한 종류의 ID 로 귀하의 이름, 신원 및 연령을 확인합니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 증빙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ID 로 귀하의 이름, 신원 및 연령을 확인합니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 증빙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 백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COVID-19 백신 접종은 무료입니다. 접종 기관에서 보험사에 행정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에게 보험, Medicare 또는 Medicaid 정보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비용을 직접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교통편 지원 
211에 전화하여 그레이터 클리블랜드 RTA 버스 패스를 받거나 라이드-쉐어 서비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받으십시오. 또한, Senior Transportation Connect 및 지역 교회를 통한 교통편 등 다른 형태의 교통편이 제공됩니다. 

 
2차 접종을 위해 다시 와야 합니까? 
월스타인 센터에서 접종하는 백신은 3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https://lnks.gd/l/eyJhbGciOiJIUzI1NiJ9.eyJidWxsZXRpbl9saW5rX2lkIjoxMDEsInVyaSI6ImJwMjpjbGljayIsImJ1bGxldGluX2lkIjoiMjAyMTAzMDguMzY1NzgxMzEiLCJ1cmwiOiJodHRwczovL2dldHRoZXNob3QuY29yb25hdmlydXMub2hpby5nb3YvIn0.rmck36RrtGxmSelz4l_OHWTglZSeId9Q2prvBXseo4I/s/1080057151/br/99597121410-l
https://lnks.gd/l/eyJhbGciOiJIUzI1NiJ9.eyJidWxsZXRpbl9saW5rX2lkIjoxMDEsInVyaSI6ImJwMjpjbGljayIsImJ1bGxldGluX2lkIjoiMjAyMTAzMDguMzY1NzgxMzEiLCJ1cmwiOiJodHRwczovL2dldHRoZXNob3QuY29yb25hdmlydXMub2hpby5nb3YvIn0.rmck36RrtGxmSelz4l_OHWTglZSeId9Q2prvBXseo4I/s/1080057151/br/99597121410-l
https://lnks.gd/l/eyJhbGciOiJIUzI1NiJ9.eyJidWxsZXRpbl9saW5rX2lkIjoxMDEsInVyaSI6ImJwMjpjbGljayIsImJ1bGxldGluX2lkIjoiMjAyMTAzMDguMzY1NzgxMzEiLCJ1cmwiOiJodHRwczovL2dldHRoZXNob3QuY29yb25hdmlydXMub2hpby5nb3YvIn0.rmck36RrtGxmSelz4l_OHWTglZSeId9Q2prvBXseo4I/s/1080057151/br/99597121410-l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general_fact_sheet.pdf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covid-19-fact-sheet-forms-of-id.pdf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covid-19-fact-sheet-forms-of-id.pdf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covid-19-fact-sheet-forms-of-id.pdf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covid-19-fact-sheet-forms-of-i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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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백신 접종은 오하이오 보건부, 오하이오 방위군, 오하이오 재해관리국 (미연방재해관리국(FEMA) 지원), 
국방부, 클리블랜드 시청, 카이아호가 카운티 및 클리블랜드 주립대학교의 협조 하에 클리블랜드 커뮤니티에 
COVID-19 백신을 접종하도록 진행됩니다. 

 
COVID-19 백신에 대해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은 coronavirus.ohio.gov/vaccine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량 백신 
접종 장소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http://bit.ly/MassVaxOhio를 참조하십시오. 

 

COVID-19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습니까? 
• COVID-19 자주 묻는 질문(FAQ) 
• COVID-19 백신에 관한 허구와 진실 
• 다양한 COVID-19 백신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 알기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 접종시, 접종 후 알아야 할 사항 
• 백신 접종 예약을 위해 가능한 종류의 ID 
• 우선 접종 대상과 자격 대상 팩트 시트 

 

https://coronavirus.ohio.gov/wps/portal/gov/covid-19/covid-19-vaccination-program
http://bit.ly/MassVaxOhio
https://coronavirus.ohio.gov/wps/portal/gov/covid-19/resources/general-resources/frequently-asked-questions%2Bcovid-19-vaccine
https://coronavirus.ohio.gov/wps/portal/gov/covid-19/covid-19-vaccination-program/19-vaccine-myths-vs-facts/19-vaccine-myths-vs-facts
https://coronavirus.ohio.gov/wps/portal/gov/covid-19/covid-19-vaccination-program/19-vaccine-myths-vs-facts/19-vaccine-myths-vs-facts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covid-19-how-vaccines-work.pdf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covid-19-fact-sheet-vaccine-appointment.pdf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covid-19-fact-sheet-forms-of-id.pdf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covid-19-fact-sheet-forms-of-id.pdf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general_fact_shee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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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및 아트워크 
 
Dropbox에서 모든 그래픽을 다운로드하십시오. 

 

로고 
 
주된 로고 (투명한 배경의 PNG) 주된 로고 (흰색 배경의 JPEG) 

 

 

 

 

화이트 로고 – 1(투명한 배경의 PNG, 
어두운 배경에 사용) 

화이트 로고 – 2(투명한 배경의 PNG, 
어두운 배경에 사용) 

  
 
 
 

https://www.dropbox.com/sh/3gtcjkcanlq5suq/AAAlA2LNsHrxlK3YcRQtefxWa?d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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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유인물 현장 포스터 

  
현장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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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X3 게시판 광고 등록 카드 

 

 

Facebook (곧 공개) – 1 Facebook (곧 공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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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 소셜 미디어  

 

 

 
 
 



CLEVELAND WOLSTEIN CENTER MASS VACCINATION SITE 
홍보 도구 모음 

11 

 

 

 

신뢰할 수 있는 리소스 및 링크 
• 오하이오 보건부 COVID-19 백신 웹사이트 - https://coronavirus.ohio.gov/vaccine 

o COVID-19 백신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o COVID-19 백신에 관한 허구와 사실 
o COVID-19 팩트 시트: COVID-19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o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 접종시, 접종 후 알아야 할 사항 
o 백신 접종 예약 시 인정되는 ID 종류 
o COVID-19 변종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o COVID-19 백신 접종 기관 정보 

 

• 오하이오 발달장애국에서 공유하는 자료 
o COVID-19 백신에 관하여 쉽게 풀이한 자주 묻는 질문(FAQ) 
o 백신 접종: 접종 대상자 정보  – 장애인 또는 해당 간병인이 작성하는 이 양식은 접종자가 
환자를 잘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o 백신 접종: 알아 둘 사항 
o 소셜 스토리: COVID-19 백신 접종 

 

•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 리소스 
o CDC 커뮤니케이션 툴킷 
o COVID-19 백신 접종 시 혜택 
o 백신 접종 우선 대상자는? 
o 백신 접종 예약에 관해 알아 둘 사항 
o 백신의 안전 보장 
o 다양한 백신 

 

 

https://coronavirus.ohio.gov/vaccine
https://coronavirus.ohio.gov/wps/portal/gov/covid-19/resources/general-resources/frequently-asked-questions%2Bcovid-19-vaccine
https://coronavirus.ohio.gov/wps/portal/gov/covid-19/covid-19-vaccination-program/19-vaccine-myths-vs-facts/19-vaccine-myths-vs-facts
https://coronavirus.ohio.gov/wps/portal/gov/covid-19/covid-19-vaccination-program/19-vaccine-myths-vs-facts/19-vaccine-myths-vs-facts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covid-19-vaccine-safety.pdf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covid-19-vaccine-safety.pdf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covid-19-fact-sheet-vaccine-appointment.pdf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covid-19-fact-sheet-forms-of-id.pdf
https://coronavirus.ohio.gov/wps/portal/gov/covid-19/resources/general-resources/faqs-covid-19-variants
https://odh.ohio.gov/wps/portal/gov/odh/know-our-programs/Immunization/pandemic-vaccine-provider
https://odh.ohio.gov/wps/portal/gov/odh/know-our-programs/Immunization/pandemic-vaccine-provider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plain_language_faq.pdf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getting_a_vaccine_about_me.pdf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getting_a_vaccine_about_me.pdf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getting_a_vaccine_what_to_expect.pdf
https://coronavirus.ohio.gov/static/vaccine/getting_a_vaccine_social_story.pdf
https://www.cdc.gov/vaccines/covid-19/health-systems-communication-toolkit.html
https://www.cdc.gov/vaccines/covid-19/health-systems-communication-toolkit.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vaccine-benefit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vaccine-benefit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recommendation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recommendation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expect/after.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afety.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different-vaccin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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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 콘텐츠 제안 

 
시기/주제 Facebook 메시지 Twitter/Instagram 메시지 
3월 17일 이전  #COVID19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 싶으십니까? 

 3월 17일부터 
 @WolsteinCenter 에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 https://gettheshot.coronavirus.ohio.gov 
(우편번호 44115) 

 전화 예약: 1-833-4-ASK-ODH(1-833-427-5634) 
#GetTheShot 

 #COVID19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 싶으십니까? 
 3월 17일부터 @wolsteincenter에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https://gettheshot.coronavirus.ohio.gov  
(우편번호 44115) 

 1-833-4-ASK-ODH(1-833-427-5634) 
#GetTheShot 

3월 17일 이전 안전하고 효과적인 #COVID19 백신 접종을 3월 17일부터 
@WolsteinCenter에 주 7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http://bit.ly/MassVaxOhio에서 
알아보세요. #GetTheShot 

안전하고 효과적인 #COVID19 백신 접종을 3월 17일부터 
@wolsteincenter에 주 7일 예약할 수 있습니다. 
http://bit.ly/MassVaxOhio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예약하세요. #GetTheShot 

3월 17일 이전 3월 17일부터 @WolsteinCenter 에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COVID19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보를 알고 계셨습니까? 

 보험이 없더라도 COVID-19 백신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접종자의 이름, 신원 및 연령을 확인하는 데 다양한 
형태의 신분증을 허용합니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11에 전화하여 무료 @riderta 버스 패스와 같은 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bit.ly/MassVaxOhio를 참조하세요. 

3월 17일부터 @wolsteincenter에 주 7일 #COVID19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COVID19 백신은 무료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신분증이 허용됩니다. 
 211에 전화하여 무료 @GCRTA 버스 패스와 같은 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bit.ly/MassVaxOhio 

https://www.facebook.com/WolsteinCenter
https://gettheshot.coronavirus.ohio.gov/
https://gettheshot.coronavirus.ohio.gov/
https://gettheshot.coronavirus.ohio.gov/
https://www.facebook.com/WolsteinCenter
http://bit.ly/MassVaxOhio
http://bit.ly/MassVaxOhio
http://bit.ly/MassVaxOhio
http://bit.ly/MassVaxOhio
https://www.facebook.com/WolsteinCenter
https://www.facebook.com/riderta
http://bit.ly/MassVaxOhio
http://bit.ly/MassVaxO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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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주제 Facebook 메시지 Twitter/Instagram 메시지 
3월 17일 이전 #COVID19 백신 접종 예약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WolsteinCenter에서 3월 17일부터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수천 건의 예약을 받습니다. 

 보험이 없더라도 COVID-19 백신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접종자의 이름, 신원 및 연령을 확인하는 데 
다양한 형태의 신분증을 허용합니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11에 전화하여 무료 @riderta 버스 패스와 같은 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 https://gettheshot.coronavirus.ohio.gov 
(검색창에 우편번호 44115 입력) 

 
전화 예약: 1-833-4-ASK-ODH(1-833-427-5634) 

 
#GetTheShot 

3월 17일부터 @wolsteincenter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COVID19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무료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신분증이 허용됩니다. 영주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11에 전화하여 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bit.ly/MassVaxOhio 
#GetTheShot 

3월 17일 또는 
그 이후 

 #COVID19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 싶으십니까? 
 3월 17일부터 

@WolsteinCenter에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 https://gettheshot.coronavirus.ohio.gov 
(우편번호 44115) 

 전화 예약: 1-833-4-ASK-ODH(1-833-427-5634) 
#GetTheShot 

 #COVID19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 싶으십니까? 
 @wolsteincenter에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https://gettheshot.coronavirus.ohio.gov  
(우편번호 44115) 

 1-833-4-ASK-ODH(1-833-427-5634) 
#GetTheShot 

 
 

https://www.facebook.com/Wolstei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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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주제 Facebook 메시지 Twitter/Instagram 메시지 
3월 17일 또는 
그 이후 

3월 17일부터 @WolsteinCenter 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안전하고 효과적인 #COVID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http://bit.ly/MassVaxOhio에서 
알아보세요. #GetTheShot 

@wolsteincenter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안전하고 효과적인 #COVID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http://bit.ly/MassVaxOhio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예약하세요. #GetTheShot 

3월 17일 또는 
그 이후 

@WolsteinCenter에서 매일 무료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COVID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http://bit.ly/MassVaxOhio에서 허용되는 신분증 유형, 교통 
지원을 받는 방법과 예약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GetTheShot 

@wolsteincenter에서 매일 무료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COVID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신분증 유형, 교통 지원을 받는 방법과 예약 방법을 
http://bit.ly/MassVaxOhio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GetTheShot 

3월 17일 또는 
그 이후 

2백만 명이 넘는 오하이오 주민이 엄격한 테스트를 거친 
안전한 #COVID19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이제 
@WolsteinCenter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수천 건의 예약을 받습니다. 지참할 물품, 교통 지원을 
받는 방법과 예약 방법을 
http://bit.ly/MassVaxOhio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GetTheShot 

2백만 명이 넘는 오하이오 주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COVID19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wolsteincenter에서 수천 건의 예약을 
받습니다. http://bit.ly/MassVaxOhio에서 지참할 물품, 
교통 지원을 받는 방법과 예약 방법을 알아보세요. 

https://www.facebook.com/WolsteinCenter
http://bit.ly/MassVaxOhio
http://bit.ly/MassVaxOhio
http://bit.ly/MassVaxOhio
http://bit.ly/MassVaxOhio
https://www.facebook.com/WolsteinCenter
http://bit.ly/MassVaxOhio
http://bit.ly/MassVaxOhio
http://bit.ly/MassVaxOhio
https://www.facebook.com/WolsteinCenter
http://bit.ly/MassVaxOhio
http://bit.ly/MassVaxO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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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주제 Facebook 메시지 Twitter/Instagram 메시지 
3월 17일 또는 
그 이후 

@WolsteinCenter에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COVID-19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보를 
알고 계셨습니까? 
… 

 보험이 없더라도 COVID-19 백신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접종자의 이름, 신원 및 연령을 확인하는 데 다양한 
형태의 신분증을 허용합니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11에 전화하여 무료 @riderta 버스 패스와 같은 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bit.ly/MassVaxOhio를 참조하세요. 

@wolsteincenter에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COVID-19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COVID19 백신은 무료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신분증이 허용됩니다. 
 211에 전화하여 무료 @GCRTA 버스 패스와 같은 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bit.ly/MassVaxO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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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주제 Facebook 메시지 Twitter/Instagram 메시지 
3월 17일 이전 #COVID19 백신 접종 예약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WolsteinCenter에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더라도 COVID-19 백신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접종자의 이름, 신원 및 연령을 확인하는 데 여러 
형태의 신분증을 허용합니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11에 전화하여 무료 
@riderta 버스 패스와 같은 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 https://gettheshot.coronavirus.ohio.gov 
(검색창에 우편번호 44115 입력) 

 
전화 예약: 1-833-4-ASK-ODH(1-833-427-5634) 

 
#GetTheShot 

@wolsteincenter에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COVID19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무료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신분증이 허용됩니다. 영주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11에 전화하여 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bit.ly/MassVaxOhio 
#GetThe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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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주제 Facebook 메시지 Twitter/Instagram 메시지 
교통 지원  @WolsteinCenter의 #COVID19 백신 접종 장소까지 

교통편이 필요하십니까? 
 

2-1-1번으로 @UnitedWayCLE에 전화하여 
@CuyahogaCounty의 무료 교통 지원을 받으세요. 
다음이 포함됩니다. 

 
 무료 @riderta 버스 패스 
 승차 공유 서비스 
 Senior Trasportation Connection 차량 

 
 

 자세한 내용은 https://cuyahogacounty.us/vax를 
참조하세요. 

 @wolsteincenter의 #COVID19 백신 접종 장소까지 
교통편이 필요하십니까? 

 
2-1-1번으로 @UnitedWayCLE에 전화하여 
@CuyahogaCounty의 교통 지원을 받으세요. 

 
 무료 @GCRTA 버스 패스 
 승차 공유 서비스 
 Senior Trasportation Connection 차량 

 
 https://cuyahogacounty.us/vax 

신분증 필수 
지참 

@WolsteinCenter의 #COVID19 백신 접종 
장소로 무엇을 가져와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름, 신원과 나이를 확인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여러 형식이 허용되며, 시민권이나 영주권은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이 없더라도 #COVID19 백신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백신 예약 이전, 도중과 이후 준비 
방법을https://bit.ly/3qEEv86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wolsteincenter의 #COVID19 백신 접종 장소로 무엇을 
가져와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름, 신원과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여러 형식이 

허용되고, 영주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백신은 무료입니다. 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약 준비 - https://bit.ly/3qEEv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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