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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백신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모든 유형이 안전하며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백신의 유형에 따라 1회 접종 또는 2회 접종합니다.

여러분이 접종하는 백신의 유형은, Pfizer-BioNTech 또는 
Moderna와 같이 백신 제조사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습니다.

접종 가능한 백신의 유형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VaccinateALL58.com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시스템을 통해 국가 공중 보건 기관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안전 문제를 주시하고 백신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백신 접종 후 인체가 면역력(COVID-19 원인 바이러스로부터 
보호)을 형성하는 데는 최장 2주가 소요됩니다.

캘리포니아의 COVID-19 과학 안전 검토 작업 
그룹(Scientific Safety Review Workgroup)은 다른 서부 여러 
주(Western States)와 함께 한 독자적인 검토를 통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백신이 모든 성인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나이, 인종 및 민족을 대상으로 수천 명의 사람에게 
테스트하였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COVID-19에 감염되지 않을 것입니다. COVID-19 백신은 우리 
신체에게 COVID-19 노출 시 바이러스와 싸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효과가 있으며 안전한 백신

백신을 접종하고 공중 보건 권장 사항을 따르는 것이 귀하와 사랑하는 이들의  
COVID-19.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전염병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및 공급량의 변동에 따라 백신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제공될 
것입니다. COVID-19 백신에 관한 사실과 정보를 비롯하여 언제, 어디에서 
접종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VaccinateALL58.com을 참조하십시오.

알아야 할 사항

COVID-19 백신은 충분히 테스트 되었으며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효과가 있으며 안전한 백신

알아야 할 사항

https://www.vaccinateall58.com/
https://www.vaccinateall58.com/


주정부나 연방정부는 COVID-19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COVID-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백신은 이 전염병을 종식시키고 가족, 친구와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백신 접종 시
접종 후 COVID-19 백신 접종 기록 카드(Vaccination Record Card)를 받게 
됩니다. 이 카드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시고 다음 사항을 기억하십시오.

카드에는 귀하가 접종한 COVID-19 백신의 유형, 접종 날짜 및 
접종 장소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기타 중요한 서류와 함께 카드를 보관하십시오. 디지털 사본으로 
보관하시려면 앞면과 뒷면의 사진을 찍어두십시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모두 이 카드를 받게 됩니다.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맞은 경우, 3~4주 이내에 2차 접종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카드에 표기됩니다. (완전한 보호를 받으려면 
2회의 백신을 모두 접종해야 합니다.) 2차 접종을 받으러 오실 때 
카드를 지참하십시오.

백신 접종
COVID-19 백신 접종은 무료입니다. 백신 접종을 위해 보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민 또는 시민권 상태와 관계없이 무료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백신 
접종은 공공 부담금 규정에 포함되지 않음). COVID-19 백신 접종 시에 
귀하에게 이민 또는 시민권 상태에 대해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연방 정부는 
백신 접종 장소 또는 진료소 근처에서 출입국심사 업무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기타 장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VaccinateALL58.com을 확인하시고, 
MyTurn.ca.gov에 등록하거나 1-833-422-4255로 전화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장소에서 백신을 접종합니다.

의사의 진료실, 지역 
진료소 및 약국

커뮤니티 백신 
접종 장소

백신 접종

https://www.vaccinateall58.com/
https://myturn.ca.gov/


백신은 언제, 어디에서 접종할 수 있나요?

언제, 어디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VaccinateALL58.com에 접속하세요. 또한 
MyTurn.ca.gov에 등록하거나 1-833-422-4255로 전화하여 
백신 접종 차례를 확인하고 백신 접종 일정을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귀하의 차례가 되기 전에 백신 접종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다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COVID-19 백신이 COVID-19

연구에 따르면 COVID-19 백신은 COVID-19 감염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COVID-19 
백신을 접종하면 COVID-19에 감염된다 하더라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백신 접종 후에도 COVID-19를 전파시킬 수 있나요?

백신이 COVID-19 확산을 방지하는 지 여부는 전문가들이 
아직 연구 중입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을 받기 전에 COVID-19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나요?

1차 접종만으로는 완전히 보호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6피트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모든 공중 보건 
권장 사항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COVID-19에 감염된 경우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하나요?

예. COVID-19와 관련된 심각한 건강 위험이 있고, 
COVID-19 재감염 사례도 있으므로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백신은 언제, 어디에서 접종할 수 있나요?

 백신이 

백신 접종 후에도 를 전파시킬 수 있나요?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을 받기 전에 에 노출되면 

에 감염된 경우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하나요?

 감염을 방지해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https://www.vaccinateall58.com/
https://myturn.ca.gov/


백신 부작용이 있나요?

일부 사람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 미열, 근육통 또는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백신이 우리 신체에게 
COVID-19와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드물지만 심각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접종 후 
느낌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의사, 간호사 또는 
진료소에 전화하십시오.  

백신을 접종한 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예. 백신 접종 후에도 COVID-19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부와 CDC는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자주 씻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타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임신 중인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나요? 

예. 임신부도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 백신 접종을 
받는 것에 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의료 제공자와 
상의하는 것이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백신에 관한 우려가 있습니다. 백신이 나에게 적합한가요?

VaccinateALL58.com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이 그 질문에 답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 및 백신과 관련된 질문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VaccinateALL58.com

백신을 접종할 때까지 COVID-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현재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치료를 받거나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집에 

머무르십시오.

6ft

만일 꼭 외출해야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수시로 비누와 물을 
이용해 20초 동안 손을 

씻으십시오.

외출 시에는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https://www.vaccinateall58.com/
https://www.vaccinateall58.com/


백신 접종 후
백신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COVID-19를 전파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아직 연구 중입니다.

전문가들이 더 많은 것을 연구하는 동안, 모든 사람이 다음 권장 사항을 
지속해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집에 머무르고 사람들이 모인 곳을 
피하십시오.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최소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수시로 비누와 물을 이용해 20초 동안 손을 씻고, 손을 
씻을 수 없을 때는 손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통풍이 원활하지 않은 공간(기류)을 피하십시오. 차량 
내에서는 창문을 열어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탈 때는 
멀리 떨어져 앉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악수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마십시오.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부
CDPH.ca.gov
VaccinateALL58.com  
MyTurn.ca.gov

무료 COVID-19 핫라인
1-833-422-4255는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교환원은 영어와 스페인어를 구사하며, 기타 254개 언어에 대해 
통역을 제공합니다.

지역 공중 보건부
지역 공중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가까운 COVID-19 검사 또는 백신 접종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vid19.ca.gov/get-local-information/ 
#County-websites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더 많은 정보 얻기

백신 접종을 받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권장 사항이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에서 업데이트 및 변경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백신 접종 후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더 많은 정보 얻기

https://www.cdph.ca.gov/
https://www.vaccinateall58.com/
https://myturn.ca.gov/
https://covid19.ca.gov/get-local-information/#County-websites
https://covid19.ca.gov/get-local-information/#County-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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