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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가족을 위해 최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COVID-19 백신 접종에 관한 정확한 의학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가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가려내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백신 정보는 중요하며 허위 정보를 방지하고 거짓 소문이 전달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COVID-19 백신 접종을 생각 중이거나 확신이 없는 친구를 돕고 싶다면, 정확한 백신 정보를 위해 

다음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방문하고 아래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오해 #1: 백신이 너무 빨리 개발되어서 안전성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사실: 백신의 개발이 신속히 이뤄졌지만 여러 이유로 백신은 안전합니다. 

• 과학자들은 사스(SARS)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와 같은 다른 코로나바이러스를 이미 전부터 

연구해왔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했습니다. 또한, mRNA 및 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리고 

구성단위 단백질 백신을 이미 연구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COVID-19 백신의 

유형입니다. 

• 정부는 백신 개발을 위해 많은 자본과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학자들의 협업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 연구원들은 COVID-19 백신 임상 시험을 위해 기존의 네트워크를 이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임상 

시험에 참여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임상 시험을 빨리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COVID-19 백신의 검토 및 승인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 백신 개발 및 생산하는 단계의 일부는 순차적이지 않고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임상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백신을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백신의 생산과 안전성 확인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모든 단계를 준수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6억 1,900만 회분 이상의 COVID-19 백신이 접종되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가장 최신의 COVID-19 백신을 접종 받는 것의 이점이 이러한 

위험성을 훨씬 능가합니다. 

 

오해 #2: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사실: 백신이 작용하는 방식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COVID-19 백신이 장기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백신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장기적인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백신 투여 후 6 주 

이내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식품 의약국(FDA)은 COVID-19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이 최소 

8주간의 임상 실험 대상들을 관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CDC는 FDA 승인 및 허가 받은 후 COVID-

19 백신을 더 많은 사람들이 접종하고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COVID-19 백신이 승인된 

지 1년 (그리고 백신 임상 시험이 시작된 지 2년 이상)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COVID 19 백신을 접종했으며 예상치 못한 장기적인 부작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index.htm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index.htm
https://vaccineinformation.org/trusted-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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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COVID-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성인과 어린이 모두에게 여러 가지 장기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람은 흔히 장기간 COVID로 불리는 초기 

COVID-19 감염 후 몇 달 동안 매우 피로, 수면 장애, 두통 및 숨가쁨과 같은 증상을 계속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기관 염증 증후군(MIS)이라는 심각한 질환이 소아 (MIS-C) 또는 성인 (MIS-A)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MIS는 COVID-19과 관련된 희귀하고 심각한 질환으로 심장, 폐, 신장, 뇌, 피부, 눈 또는 위장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 부위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많은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며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는 수도 있습니다. COVID-19 백신 접종은 바이러스의 이러한 "장기" 영향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DC 웹페이지의 COVID-19 백신의 안전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해 #3: 백신은 COVID-19 유발 바이러스를 함유하고 있어 여러분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COVID-19 유발 바이러스를 함유하는 백신은 없습니다. 백신은 여러분에게 COVID-19 을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직후에 COVID-19에 감염된다면 백신 접종과 동일한 시기에 COVID-19 감염자로부터 전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염된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최대 10 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받기 

직전에 감염된 경우 백신을 맞을 때까지는 아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백신 접종 후 하루 이틀 정도 열이 나거나 피곤함을 느끼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가 면역을 

구축하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백신 부작용이지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증상은 

오래 가지 않고 며칠 이내에 사라집니다. 

 

오해 #4: COVID-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COVID-19 바이러스를 배출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감염시킵니다. 

사실: 미국에서 승인된 4 가지 백신 중 어떤 형태로든 COVID-19 바이러스를 함유한 백신은 없습니다.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바이러스를 배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COVID-19 백신 접종자가 COVID-19 유발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전염성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약화된 바이러스가 함유된 백신을 접종했을 때만 백신 배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승인된 4 가지 

백신 중 어느 것도 어떤 형태로든 COVID-19 바이러스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백신에는 배출할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오해 #5: 백신은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사용합니다. 이는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사람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노바백스 백신은 COVID-19 스파이크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유전자 물질이나 

COVID-19 바이러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J&J 백신들은 우리 인체에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유전 물질이 사람의 유전자를 

변경시키지는 않습니다.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index.htm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index.htm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long-term-effects/index.html
https://www.cdc.gov/mis/index.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afety/safety-of-vaccin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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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백신의 DNA 또는 RNA(리보핵산)는 인체의 세포에게 COVID-19 바이러스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일부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단계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 후 면역체계는 항체를 생성하고 우리가 향후에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대항할 면역세포를 

준비합니다.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에는 mRNA(메신저 RN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RNA는 DNA가 있는 세포핵에 

절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DNA를 바꿀 수 없습니다. J&J 백신은 DNA가 포함된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입니다.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은 질병을 유발하지 않고 복제를 불가능하게 변경한 바이러스를 사용합니다. 

백신에는 DNA를 연결하는 효소(인테그라아제이라고 함)가 없기 때문에 백신의 DNA는 사람의 DNA (또는 

염색체)와 결합할 수 없습니다. 

 

오해 #6: 백신에는 마이크로 칩이 들어 있어서 제 움직임을 추적하는데 사용됩니다. 

사실: COVID-19 백신에는 마이크로 칩이나 어떤 종류의 추적 장치도 없습니다. 

COVID-19 백신 접종에 사용되는 바늘은 가장 작은 마이크로 칩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이 오해는 소셜 

미디어에서 시작되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 칩을 이식하여 사람들을 

추적하고 싶어한다고 주장합니다. 빌앤드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온라인의 다른 여러 오해들처럼 거짓임을 거듭 밝혀도 소문의 확산을 멈추기 

힘듭니다. 

 

오해 #7: 백신을 접종한 후에 팔에 바늘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백신을 접종한 후 팔에 바늘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후 주사기의 몸통이나 주사기 측면의 

안전 통으로 바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늘이 "사라집니다". 

백신을 접종한 후에 팔에 남아 있는 바늘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신 바늘은 사실 

개폐식 안전 주사기가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개폐식 안전 주사기는 백신을 접종한 후 주사기의 통으로 바늘을 

밀어 넣거나, 주사기의 측면의 안전 통으로 바늘을 밀어 넣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의료 종사자들이 바늘에 

찔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종류의 주사기를 사용합니다. 

COVID-19 백신에 사용되는 바늘은 매우 얇고 백신의 양은 매우 적습니다. 바늘과 접종량 모두가 매우 작기 

때문에 바늘이나 백신이 팔 안으로 주입되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주사기 

안의 투명한 액체와 끝부분에 주사기의 바늘을 볼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후에는 남은 액체가 없고 

주사기 통 (또는 안전 통)에 주사기 바늘이 있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오해 #8: "자석 실험"은 백신 접종 후 팔에 마이크로 칩이나 바늘이 남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이는 여러분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소셜 미디어에 백신을 맞은 사람의 팔에 자석이 달라붙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는 백신에 마이크로 칩이 

함유되어 있거나 접종 후 바늘이 팔에 남아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단지 속임수입니다.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index.htm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index.htm
https://www.reuters.com/article/uk-factcheck-coronavirus-bill-gates-micr/false-claim-bill-gates-planning-to-use-microchip-implants-to-fight-coronavirus-idUSKBN21I3EC
https://www.osha.gov/SLTC/etools/hospital/hazards/sharps/sharps.html#retractablenee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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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은 테이프나 연고로 피부에 쉽게 붙습니다. 심지어 자석이나 동전을 피부에 대고 단단히 누르기만 해도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석을 붙이는데 필요한 금속의 양은 너무 많아 COVID-19 백신 접종에 사용되는 

주사기로는 주입할 수 없습니다. 

 

오해 #9: 백신을 만든 사람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대형 제약 회사"는 단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고, 

의사에게 돈을 주고 본인 회사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말하게 합니다. 

사실: 백신 개발 과정은 투명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보와 자료를 외부 과학자 및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제약 회사들이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끔찍한 사례들이 있지만, 이 백신들은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발되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과 효용성(백신이 효과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에 대한 논평 논문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저널에 출판되었습니다. 

연구의 검토에는 전 세계의 다양한 의학 분야의 선두주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의료 차별에 맞서 열심히 

싸운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 단체를 대표합니다. 그들은 이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연구의 품질을 

검증하고 과정 전반에 걸쳐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검토자의 이름 및 근무지의 목록을 

보시려면 예방접종 자문위원회(ACIP)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온라인 검색을 통해 이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볼 수 있습니다. ACIP 회의의 일부를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 #10: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흑인과 라틴계 커뮤니티가 백신 접종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흑인과 라틴계 커뮤니티는 백신 접종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COVID-19 감염률, 입원률,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거에 유색인종이 비윤리적인 관행으로 약품 임상 시험과 의료 

시술에 참여하도록 거짓으로 요구 또는 강요당해 건강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은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시험했습니다. 인구 비율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흑인과 라틴계 지원자를 같은 비율로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집단에서 백신의 효용성과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이 집단이 의료 방임 또는 인종 차별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의사와 공중 보건 프로그램은 흑인과 라틴계 커뮤니티가 COVID-19 백신 접종에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및 하와이 원주민과 함께 흑인 및 라틴계 거주자는 

COVID-19 로 인한 감염률, 입원률 및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 커뮤니티에서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광고판을 보거나 광고가 들리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LA 카운티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 커뮤니티가 가능한 한 빨리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LA는 흑인과 라틴계 주민의 비율이 높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백신에 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읽어 보십시오. 지식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담당 의사, 과학 교사, 약사)과 이야기하고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index.htm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index.htm
https://www.cdc.gov/vaccines/acip/member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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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우려 사항을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의 질문은 중요하며, 지식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답변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해 #11: 제가 이미 COVID-19에 걸렸으면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의사와 과학자는 COVID-19 에 이미 감염되었던 적이 있던 사람들도 COVID-19 최신 권장 백신 

접종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연 면역은 COVID-19 에 감염된 후에 얻는 보호력입니다. 이 보호력은 지속되지 않을 수 있고 COVID-

19에 재감염될 수 있습니다. 접종 시기가 된 부스터 샷을 포함하여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COVID-19에 더 

효과적이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면역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백신 접종은 재감염의 위험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감염이 될 경우에는, COVID-19으로 인한 중증 질환, 입원,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해 #12: COVID-19 백신에 낙태된 태아의 세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는 낙태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백신에는 낙태된 태아의 세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백신을 접종 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승인 받은 백신 중에 태아 세포 또는 조직이 함유된 백신은 없습니다. 

태아 세포주는 1973 년과 1985 년에 시행된 2 건의 낙태 수술로 얻은 세포로 실험실에서 만들어졌고, 

COVID-19 백신의 개발, 실험 또는 제조에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낙태나 백신 개발 또는 다른 연구를 

목적으로 낙태를 한 태아의 세포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 화이자 및 모더나는 COVID-19 백신 개발이나 제조에 어떤 태아 세포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기 전에 실험실에서 태아 세포주를 이용해 백신을 시험했습니다. 

• 존슨앤드존슨은 COVID-19 백신 개발 및 시험에 태아 세포주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백신 제조에도 

태아 세포주를 이용했습니다. 

• 노바백스는 COVID-19 백신을 개발 또는 검사하기 위해 태아 세포주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회는 COVID-19 백신 제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태아 세포주 사용 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기독교회에서는 “연구와 생산 과정에서 낙태된 태아의 세포주를 사용한 COVID-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COVID-19 백신 및 태아 세포주 문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백신 접종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해 #13: COVID-19 백신에 무엇이 함유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백신 성분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용 가능한 4가지 백신의 성분은 제조사마다 다릅니다.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존슨앤드존슨 

COVID-19 백신에 어떤 성분이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index.htm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index.htm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docs/vaccine/VaccineDevelopment_FetalCellLines.pdf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different-vaccines/Pfizer-BioNTech.html#ingredient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different-vaccines/Moderna.html#ingredient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novavax.html#ingredient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different-vaccines/Janssen.html#ingred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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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체계를 자극하는 유전 물질이나 사용된 단백질을 제외한 다른 성분은 굉장히 흔한 성분입니다. 일부 

성분은 과학적인 화학명으로 되어 있지만, 찾아보면 사실 COVID-19 백신 성분의 대부분이 많은 음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에 알레르기가 없는 한 안전합니다. 

미국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백신에는 음식 단백질 (예: 계란이나 견과류), 라텍스, 다른 약품 학생제, 방부제 

(예: 티메로살 혹은 수은), 또는 조직세포(예: 낙태 세포 주 혹은 동물에서 추출된 물질 등) 등이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 니켈, 코발트, 리튬 및 희토류 합금과 같은 금속도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백신에는 

마이크로전자, 전극, 탄소나노튜브, 나노와이어 반도체와 같은 제조 제품도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해 #14: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VAERS)에 어린이를 포함하여 수천 명이 COVID-19 백신으로 

사망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사실: VAERS 보고만으로는 부작용이 COVID-19 백신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COVID-19 백신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드뭅니다. COVID-19 백신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2022 년 8 월 1 일 자로 무려 1,700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COVID-19 감염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VAERS에서 공개되는 데이터에 보고된 사망자 수에 대해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VAERS로 인한 사망 

보고서를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VAERS는 백신 접종 후 

생긴 건강 이상 반응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아들입니다. 일반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VAERS 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VAERS에 보고된 일부 사건은 실제 백신 반응입니다. 우연히 같은 시기에 발생한 건강 

이상으로 백신 접종과 관련이 없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을 받은 지 며칠 후 사고로 사망한 

경우 VAERS 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VAERS 에 보고된 사망 건은 백신과 관련이 없을지라도 백신 접종 

직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백신과 관련된 사망으로 보일 것입니다. 일부 보고서에는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우연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VAERS 데이터의 제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CDC VAERS 웹페이지를 방문하거나 VAERS 및 백신 

안전성: 작용 원리 영상을 시청하십시오. 

백신 안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DC COVID-19 백신의 안전성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추가 자료 

잘못 알고 있는 오해에 대한 다른 자료를 보시려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 CDC: COVID-19 백신에 대한 오해와 사실 

• 필라델피아 아동 병원: COVIDVaccineAnswers.org 

• 존스 홉킨스: COVID-19 백신: 오해 및 사실 

• FactCheck.org: COVID-19에 대한 오해 

 

거짓된 정보의 확인 방법에 대한 팁을 보시려면: UCSF 건강 정보 평가하기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index.htm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index.htm
https://vaers.hhs.gov/reportevent.html
https://www.cdc.gov/vaccinesafety/ensuringsafety/monitoring/vaers/index.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afety/vaers.html#:%7E:text=VAERS%20and%20Vaccine%20Safety%3A%20How%20It%20Work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afety/vaers.html#:%7E:text=VAERS%20and%20Vaccine%20Safety%3A%20How%20It%20Work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afety/safety-of-vaccine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facts.html
https://www.chop.edu/centers-programs/vaccine-education-center/making-vaccines/prevent-covid
https://www.hopkinsmedicine.org/health/conditions-and-diseases/coronavirus/covid-19-vaccines-myth-versus-fact
https://www.factcheck.org/covid-misconceptions/
https://www.ucsfhealth.org/education/evaluating-health-information
https://www.ucsfhealth.org/education/evaluating-health-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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