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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백신 - 자주 묻는 질문 
 

백신 접종하기 

 

 

 백신 접종은 어떻게 받나요? 
백신은 클리닉, 약국, 학교 및 기타 지역사회 장소와 같이 LA 카운티 전역의 수백 곳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이동 제한으로 집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은 가정 방문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접종소는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종소를 찾으려면 ph.lacounty.gov/howtogetvaccinated에 방문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DPH 
백신 콜 센터 에 1-833-540-0473로 전화하세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운영하며 
연중무휴입니다. 해당 기관은 가정 방문 백신 접종 준비, 예방접종 장소로 무료 교통편 제공, 
장애인을 위한 보조 교통 수단 및 기타 서비스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 방문 백신 접종을 
원할 경우 ph.lacounty.gov/vaxathome에서 요청 가능합니다. 또한 2-1-1로 전화하면 24시간 여러 
언어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COVID-19 백신을 맞으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요. 건강 보험에 가입했다면, 의사나 약국은 귀하의 보험회사에 백신 접종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미가입자도 COVID-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COVID-19 백신을 맞을 때 체류신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나요? 
아니요. COVID-19 백신은 체류신분 여부와 상관없이 무료로 접종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료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되며, COVID-19 백신 접종은 귀하의 체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시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ID)이나 고용주의 보증서한이 필요 없습니다. 체류 신분에 
질문은 이민국 웹페이지 oia.lacounty.gov를 방문하거나 800-593-8222로 전화해주십시오.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알려줘야 하나요? 
아니요. 백신을 접종하면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 
정보는 캘리포니아 주 면역 등록부(CAIR)에 입력돼, 접종자는 디지털 COVID-19 백신 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COVID-19 백신 접종이 추가로 필요할 때 알림을 보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백신 기록은 무료이며 접종상태를 편리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흰색 백신 
카드를 분실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위해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 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나중에 디지털 백신 기록을 받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백신 접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myvaccinerecord.cdph.ca.gov에서 보실 수 있으며 
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이 곳을 참조하세요. 
 
 내 백신 기록의 사본을 어디서 받아 볼 수 있나요? 
CDC COVID-19 백신 접종 기록 카드(흰색 카드)는 백신 접종의 공식 기록입니다. 백신을 맞은 모든 
사람은 카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교체가 불가능하니 안전하게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거나 복사본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index.htm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vaccine/hcwsignup/?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vaccine/vaxathome/
https://oia.lacounty.gov/
https://myvaccinerecord.cdph.ca.gov/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Order-of-the-State-Public-Health-Officer-Requirement-COVID-immunization-provider-request-patient-email-mobile-for-registry.aspx?utm_content=&utm_medium=email&utm_name=&utm_source=govdelivery&utm_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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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백신 - 자주 묻는 질문 
 

백신 접종하기 

 

캘리포니아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모든 사람*은 myvaccinerecord.cdph.ca.gov에서 디지털 COVID-
19 백신 접종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공식적인 접종 기록입니다. 안드로이드폰에서는 
구글 플레이 디지털 지갑, 아이폰에서는 애플 헬스(Apply Health)앱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COVID-19 백신 기록을 스크린 샷으로 찍어 카메라 롤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백신을 맞을 때 같은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 번호를 사용했더라도 가족 구성원 각각에 대한 기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백신 접종 기록 웹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연방정부 기관(예: 국방부, 원주민 보건 서비스 또는 재향군인 사무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백신 접종 기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이가 예방접종을 받으려면 동의서를 제시해야 하나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예방접종을 받으려면 부모/보호자 또는 간병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직접 
올 수 없는 경우 전화, 동영상 또는 서면으로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접종 받으러 가는 곳의 동의 
조건을 확인해주십시오. 공중 보건국이 운영하는 접종소를 방문할 경우, 
ph.lacounty.gov/howtogetvaccinated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준비’(preparing for your visit)를 클릭하거나 백신 콜 센터로 1-833-540-0473로 
전화해주십시오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30분 운영). 
 

몇몇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립한  만 15 세 이상의 미성년자(예: 독립 또는 자립한 
미성년자, 기혼자 또는 전에 기혼자)는 본인이 스스로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 위탁인, 친족 
부양지원, 단기 주거 치료프로그램(STRTP) 직원인 경우 수양 자녀의 동의만 있으면 동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시 위탁인이 동의를 하지 않고 위탁 아동이 백신을 접종 받기를 원할 경우 법률 
상담소에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백신 접종을 시키려면 어떤 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몇몇 백신 접종소에서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보호자의 위탁 보육 아동이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없을 경우, 법률 고문에게 문의해보십시오. 또 다른 방법은 사진 부착 신분증이 필요 
없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부가 운영하는 접종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동의에 대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방문하려는 접종소의 접종 자격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LA 카운티 공중 보건부 접종소 현장에서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려면  
Ph.lacounty.gov/howtogetvaccinated를 방문하세요. ‘방문 준비’를 클릭하거나 백신 콜 센터로 1-833-
540-0473로 전화하십시오.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30분 운영). 
 
 과거에 COVID-19에 감염 걸렸는데도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요?  
네. COVID-19 백신은 COVID-19 재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COVID-19에 
감염되었더라도 백신 접종을 해야 합니다.  
 

COVID-19에 감염되는 것은 향후 COVID-19 질환에 대하여 다소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을 때로 
“자연 면역”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사람이 감염에서 받는 보호 정도는 다릅니다. 앓았던 
질병의 심각도가 경미 또는 중증도, COVID-19 감염 이후 경과 시간,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index.htm
https://myvaccinerecord.cdph.ca.gov/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vaccine/vaccinationrecords/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vaccine/hcwsignup/?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vaccine/HCWSignup/#preparing-for-your-visit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vaccine/HCWSignup/#preparing-for-your-visit
https://www.cdc.gov/vaccines/vac-gen/immunity-typ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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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하기 

 

현재 COVID-19 감염에서 사람이 보호 받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검사는 없습니다. 이미 
COVID-19에 감염된 사람과 회복 후에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회복 후에 백신 접종을 한 
사람 보다 COVID-19에 재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COVID-19에 감염되었다면 회복 후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백신 접종을 받으러 갈 때 의료 종사자와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COVID-19 백신 기본 접종을 받은 후 또는 COVID-19 기본 접종이나 부스터 
접종을 맞은 후 3개월을 기다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염 후 첫 3개월 이내에 다시 
COVID-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감염되고 나서 백신 접종 사이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면역반응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또는 성인(MIS-C 또는 MIS-A)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아팠다면, COVID-19 백신을 맞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COVID-19 백신과 다른 백신을 같이 맞아도 괜찮습니까? 
네. 생후 6개월 이상의 어린이와 성인은 COVID-19 백신을 소아마비, 홍역, 백일해, 독감 등 다른 
예방접종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COVID-19 백신 접종소에서 자녀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이 
가능하지 않는 다면 언제든 다른 곳으로 가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간에는 대기 기간 없이 
맞을 수 있습니다.  
 
 COVID-19 백신을 접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일상적인 진료 절차나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정기 의료 시술 또는 검진은 COVID-19 백신 접종 전/후에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정기적인 유방 X-선 검진을 받을 예정이고 최근 COVID-19 백신 접종을 받았다면, 유방 X-선 
촬영 검진을 받기 전에 대기 기간에 대해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COVID-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주사를 맞은 곳 근처의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림프절 병증이라고 함)에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기는 신체가 COVID-19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구축하고 있다는 정상적인 신호입니다. 이러한 
일시적 부기는 유방 X-선 촬 검진에서 잘못된 판독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백신 접종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유방 조영술학회의 COVID-19 백신 접종 여성을 
위한 권고사항을 확인하십시오. 
 

COVID-19 백신은 결핵 증상검사(TB)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DC 웹페이지 COVID-
19 백신 접종 및 기타 의료 시술을 확인하세요. 
 
 백신 접종을 받으려면 방문 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필요한 서류와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가 있으면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예약을 한 경우 
확인 이메일에 있는 정보를 읽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index.htm
https://www.cdc.gov/mmwr/volumes/70/wr/mm7032e1.htm?s_cid=mm7032e1_e&ACSTrackingID=USCDC_921-DM63289&ACSTrackingLabel=MMWR%20Early%20Release%20-%20Vol.%2070%2C%20August%206%2C%202021&deliveryName=USCDC_921-DM63289
https://www.cdc.gov/mmwr/volumes/70/wr/mm7032e1.htm?s_cid=mm7032e1_e&ACSTrackingID=USCDC_921-DM63289&ACSTrackingLabel=MMWR%20Early%20Release%20-%20Vol.%2070%2C%20August%206%2C%202021&deliveryName=USCDC_921-DM63289
https://www.sbi-online.org/Portals/1/End-the-Confusion-Materials/recommendations-for-women-taking-covid-vaccine.pdf
https://www.sbi-online.org/Portals/1/End-the-Confusion-Materials/recommendations-for-women-taking-covid-vaccine.pdf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expect/other-procedure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expect/other-procedure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expect/other-procedur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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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이부프로펜,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항히스타민 등)을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없도록 COVID-19 예방 접종을 받기 전에는 
복용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다른 이유로 규칙적으로 해당 약품을 복용해야 한다면, 예방 
접종을 맞기 전까지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 마스크, 간식, 물을 챙기십시오. 따뜻한 날에 야외 장소를 방문한다면, 모자와 가벼운 옷을 
입으세요. 

• 자녀와 COVID-19 백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백신 접종의 준비 방법에 대한 팁은 LAC DPH 
COVID-19 백신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어린이 백신 접종 받기를 참조하세요. 

 
백신을 맞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백신 접종 제공자가 백신 접종 카드를 업데이트하는지 확인하십시오(첫 번째 접종인 경우 
해당 카드를 받도록 하기). 

• 백신 접종소를 떠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백신 접종 일정을 잡으십시오. 
• 백신을 맞은 후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부작용과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은 드물게 나타납니다. 모든 부작용을 보고하려면 v-safe에 가입하십시오. 

 
더 많은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이 자주 묻는 질문(FAQ) 또는 다른 COVID-19 백신 주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인쇄하거나 읽어보려면 QR 코드를 스캔 또는 COVID-19 백신 자주 묻는 질문을 
방문하십시오. 

• VaccinateLACounty.com – COVID-19 백신 일정표 및 각 접종 일정을 도표로 
설명한 백신 접종 방법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 CDC 웹페이지에서 COVID-19 백신 참고 
• 질문이 있으면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index.htm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FAQs.htm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FAQs.htm#guardian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expect/after.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afety/vsafe.html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resources.htm#FAQs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resources.htm#FAQs
http://vaccinatelacounty.com/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docs/vaccine/COVIDVaccineSchedule.pdf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docs/vaccine/COVIDVaccineSchedule.pdf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vaccine/hcwsignup/?walkin=TRUE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expect.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expect.html

	아이에게 백신 접종을 시키려면 어떤 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