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백신: 알아야 할 사항
백신 접종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예약하나요?

담당 의료서비스 제공자

담당 제공자에게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

대형 백신 접종 진료소

웹사이트 방문: vaccinelocator.doh.wa.gov/

지역 약국

또는 1-800-525-0127번으로 전화 후 # 버튼을 누르세요.
통역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임시 또는 지역사회 진료소

진료소는 다양합니다. 친구나 지역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진료소에 대해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을
물어보세요.

백신 접종 시
무엇을 지참해야 하나요?

백신 접종비는 얼마인가요?
무료로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비용이 청구되거나 청구서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을 요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신분증
• 보험 카드
• 사회보장번호

2차 접종이 필요한가요?
일부 백신은 2회 접종용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 후 최대의 예방
효과가 나타나려면 약 2주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만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접종소에서는 체류 신분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는 공중 보건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Pfizer-BioNTech

2회, 21일 간격

Moderna

2회, 28일 간격

Johnson & Johnson

1회

자세한 정보 확인 방법
방문: COVIDVaccineWA.org 또는 DOH.WA.GOV/Coronavirus
전화: 1-800-525-0127번으로 전화 후 # 버튼을 누르세요. 통역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COVID-19 백신은 감염병에 대한
방어력을 구축하여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신체를 단련시킵니다.

전신:
•
•
•
•
•
•

COVID-19 백신은
어떤 식으로 작용하나요?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발열
메스꺼움

백신은 안전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백신은 수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테스트했습니다.
백신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과 비만, 당뇨병, 심장병,
간 질환 및 HIV와 같은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게
안전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주사를 맞은 팔:
• 통증
• 발적
• 부어오름

2회 접종을 하는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911에 전화하세요.
V-safe에 등록하여 부작용을 신고하세요:
vsafe.cdc.gov

특정 백신이 다른 백신보다
효과가 우수한가요?
당국은 1회 접종 백신인 Johnson &
Johnson(J&J) 대신 mRNA COVID-19
백신(Pfizer-BioNTech 또는 Moderna)을
접종하기를 권고합니다.

Department of Health(보건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정기적으로 안전 보고서를
확인합니다.

왜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나요?
백신을 접종하면 직장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친구
및 가족과 다시 어울릴 수 있습니다.
COVID-19으로 인해 중증 질환에 걸리거나
입원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훨씬 적어집니다.

그래도 J&J 백신을 원하신다면 여전히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백신 선택안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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