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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코로나19 백신 오보 척결을 위한 #GETTHEAXFACTS 캠페인 발표

잘못된 정보를 폭로하고 뉴욕 시민들을 교육하기 위해 노력
소비하고, 공유하고, 실천하는 정보에 대해 더 건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
백신 홍보대사 및 일반인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의 잘못된 정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새로운 프로그램에 전용 마이크로사이트 및 다운로드 가능 툴킷 포함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온라인에서 잘못된 코로나19 백신 정보를 차단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즉 #GetThe VaxFacts를 발표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철저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잘못된 정보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용 웹 사이트 및 다운로드 가능한 툴킷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자료들은 임신과 난임,
부작용, 안전성과 신속성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포럼에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정부 음모론들을 다룹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성인의 86% 이상이 적어도 1회 접종을
완료한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받도록 하는 데 엄청난 진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특히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뉴욕 시민들에게 유해하고 위험하며, 우리는 백신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무료입니다. 저는 모든 뉴욕 시민들이 지역사회가 백신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위험한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뉴욕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구성될 새로운 웹사이트와 리소스 라이브러리
외에도 뉴욕주는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찾는 인구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디지털 광고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토론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 캡션과 그래픽이 포함된
새로운 툴킷은 뉴욕 시민들에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이트와 캠페인은 또한 뉴욕
시민들이 나쁜 행위자들로부터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을 발견하는 방법과 선정적이고

부정확한 게시물을 다시 공유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령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도 포함할 것입니다. 보건부는 다양한 언어로 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단체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 확산을 근절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4가지 조치:
1. 공유하기 전에 확인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무언가를 공유하기 전에 정보의

출처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확실하지 않으면 공유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선정적인 헤드라인과 이미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종종 여러분의 주의를 끌도록 고안된 선정적이거나 충격적인 텍스트와 이미지와
함께 제공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종종 덜 선정적입니다.
3. 전체 줄거리를 파악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종종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이끌거나
놀라게 하기 위해 이야기의 작은 부분을 "은닉(체리 피킹)"하거나 드높입니다.
내용 저면에 숨겨진 전체 스토리와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다루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커뮤니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정확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커뮤니티 내에 양질의 정보가 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좋은 사실 기반의 정보가 부족할 때 더 빨리 확산됩니다.
올해 초 건강 오보 권고안을 발표했던 미국 의무 총감인 Vivek Murthy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곧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자격이 있을지도 모르는 아이들의
부모들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건강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공중 보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Hochul 주지사님과 뉴욕주 정부가 백신 오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과학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갖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대담한 행동입니다."
뉴욕주 최고기술책임자(CTO)이자 최고정보책임자(CIO)인 Rajiv Ra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백신과 관련된 오보와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감지하기 어렵고 빠르게 증폭되므로 공공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Hochu 주지사의 #GetTheVaxFacts 프로그램은 뉴욕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고 사실을 공유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매체와 메시지를
제공하여 그 중심에서 잘못된 정보를 근절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는 모든 뉴욕
시민들이 시간을 들여 소셜 미디어에서 보고 공유하는 정보에 대해 건전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New York City Health + Hospitals의 최고 여성 건강 서비스 책임자인 Wendy Wilcox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저는 코로나19 백신, 특히 출산과 임신과
관련된 온라인상의 만연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매우 불안합니다.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모든 임산부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촉구합니다. 코로나19는
임산부를 조산이나 중환자실(ICU)에 입원시키는 것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사실과 반대되는 중요한 관념이며 우리는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GetTheVaxFacts"에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FPWA의 CEO 겸 전무인 Jennifer Jones Austin은 이렇게 말했니다. "우리는 뉴욕주
전역에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지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는 Hochul 주지사의
#GetTheVaxFacts 프로그램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건강과 웰빙을 증진할 때 뉴욕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계해 주시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히스패닉 연맹(Hispanic Federation)의 회장 겸 CEO인 Frankie Mirand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GetTheVaxFacts 캠페인은 새로운 자격 연령대와 부스터 샷에 관한 많은
의문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백신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가진 최고의 도구이며,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이 생명을 구하는 도구에 관한
언어적으로 유능하고 진실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뉴욕 시민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가장 건전하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GetTheVaxFacts 캠페인을 만들고 실행해주신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연맹(Asian American Federation)의 Jo-Ann Yoo 실무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잘못된 정보를 물리치는 일을
주도하고 있으며 저희는 이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글로벌 팬데믹을 계속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사실과 입증된 과학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림으로써 피해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며 이러한 언어 리소스를 공유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 이민 연합(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의 Murad Awawdeh 실무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코로나19와 싸우는 동안 자신들이 강하고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모든 뉴욕 시민이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정보에
접근하여 미래에 가족과 공동체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은 잘못된 신념을 폭로하고 백신 오보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 주를 대표하여 이 조치를 취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게 찬사를 보냅니다."
Apicha Community Health Center의 CEO Therese Rodrigu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그 자체가 대유행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사람들이 자신의 웰빙을 위한
선택을 효과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실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지합니다. 영어
사용 능력이 제한적인 우리 커뮤니티의 여러 사람들은 그들의 고국에서 가족, 친구, 인기

있는 디지털 소셜 네트워크에 의해 퍼진 잘못된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내에서 오래 유지되고 지속적인 유대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해
제공된 자료는 코로나19의 잘못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이 훌륭한 공공정책을 펼친 Hochul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Charles B. Wang Community Health Center의 CEO인 Kaushal Chall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백신에 관한 한,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내리기 위해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접근해야 합니다. 뉴욕주의
#GetTheVaxFacts 프로그램은 도움이 되는 자원을 제공하고 해로운 잘못된 정보에 맞서
싸우는 것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뉴욕주는 코로나19에 맞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는 뉴욕주의 #GetTheVaxFacts 캠페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뉴욕
시민들은 새 웹사이트, 전용 FAQ 페이지를 방문하고 툴킷과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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