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백신을 접종하시면, 이를 증명할 백신 접종 카드를 받으시게 
됩니다. 백신 카드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접종 카드를 신용카드, 운전 
면허증 또는 여권처럼 취급해야 합니다. 접종 카드는 단순한 일정 알림이 
아닙니다. 여행, 행사 참석 및 추후 부스터 접종에 필요할 수 있는 공식 
기록입니다.

워싱턴의 많은 업체들이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는 분들에게 현재 할인, 무료 상품 또는 행사 참석 
시 선호 좌석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 카드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백신 접종 카드를 접종 기간 사이와 그 후에 보관해 둡니다.
• 카드의 앞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디지털 사본을 편리하게 보관해

둡니다. 쉽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본인에게 이메일로 보내 두거나
앨범을 만들거나 사진에 태그를 추가해 둡니다.

• 카드를 소지하고 다니실 경우 복사를 해 둡니다.

• 카드를 버리거나 분실하지 마십시오!
• 백신 접종 카드를 보여 주는 셀카를 온라인에 게시하지 마십시오. 대신

셀카를 찍고 #vaccinateWA 또는 #wadoh를 검색하여 디지털
스티커(영어로만 제공)를 사용합니다! 꼭 @WADeptHealth라고
태그하십시오.

• 원본 카드를 코팅하지 마십시오. 휴대용 사본은 코팅 처리해도 됩니다.

COVID Vax 카드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미질병통제예방센터) 
백신 접종 카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카드를 찾지 못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공식 
COVID-19 백신 접종 확인서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MyIR 웹사이트는 워싱턴주에서 백신 접종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주정부 경로입니다. 사본을 구하시려면 
www.MyIRmobile.com 을 방문하여 무료로 등록하십시오. 이
미 MyIR 계정이 있다면 사본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MyIR을 통한 귀하의 기록 확인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현재는 영어로만 이용이 제한됩니다.

언어 지원 또는 기록 확보에 대한 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정규 업
무 시간 동안 워싱턴주 Office of Immunization and Child 
Profile(백신 접종 및 아동 정책소)에 360-236-3595로 전화하거나 
waiisrecords@doh.wa.gov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다음은 백신 접종 카드 취급 시 기억할 몇 가지 유용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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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를 그 외 형식으로 요청하려면 1-800-525-0127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또는 난청 장애인 
고객의 경우, 711(Washington Relay)번으로 전화하거나 civil.rights@doh.wa.gov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