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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백신 접종 준비  

귀하의 개인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접종 예약 시간을 기다리면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메디케어 (Medicare)정보 업데이트를 하십시오. 아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myGov에 있는 메디케어 온라인 계정 (Medicare online account). 

• Express Plus Medicare 앱. 

•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전화.  

계정이 아직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메디케어에 등록. 

• 메디케어에 등록했는데 myGov에 연결된 메디케어 온라인 계정이 없으면 계정을 설정. 

• 메디케어에 등록할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 개별 의료 식별자 (IHI) 구하기. 

백신 접종을 하면, 백신 접종 상태를 입증할 예방주사 기록서 (immunisation history statemen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주사 기록서 받는 방법은 Services Australia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접종 예약일 준비 

호주와 전세계에 COVID-19 백신 공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COVID-19에 노출 

위험성 및/혹은 심한 COVID-19 위험성이 가장 높은 분들이 먼저 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백신 접종에 누가 우선권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www.health.gov.au/covid19-vaccines를 참조하세요. 

 아래 상태에 해당될 경우 COVID-19 백신 접종 예약 시간에 참석하면 안됩니다. 

• 발열, 기침, 콧물이 생기거나 COVID-19이 초래했을 수 있는 다른 증상으로 몸이 아픔.  

• COVID-19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 COVID-19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고 격리 상태에 있음. 

• 검역 격리 상태에 있음.  

• COVID-19에 걸린 사람과의 근접 접촉자임.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ubjects/how-your-medicare-card-and-account-work/update-your-personal-details-medicare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ubjects/how-your-medicare-card-and-account-work/update-your-personal-details-medicare
https://my.gov.au/LoginServices/main/login?execution=e2s1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ervices/medicare/medicare-online-accounts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ervices/medicare/express-plus-medicare-mobile-app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contact-us/phone-us#medicaregeneral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ubjects/how-enrol-and-get-started-medicare/enrolling-medicare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ubjects/how-enrol-and-get-started-medicare/setting-your-medicare-online-account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ervices/medicare/individual-healthcare-identifiers/how-get-ihi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ervices/medicare/individual-healthcare-identifiers/how-get-ihi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ervices/medicare/australian-immunisation-register/how-get-immunisation-history-statement
http://www.health.gov.au/covid19-vacc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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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항 중 어느 것에라도 해당될 경우 접종 제공자와 확인하십시오. 접종을 위한 예약일을 

다시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COVID-19 백신이 COVID-19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14일 내에 다른 백신을 가졌을 경우 접종 제공자에게 알려주십시오. 접종 제공자가 

예약일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으면 접종 전에 COVID-19 검사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의 접종을 위해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두 번의 COVID-19 백신 접종을 삼 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COVID-

19으로부터의 최대한의 보호는 두 번째 접종 후 약 일주일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접종 장소에서 기대되는 사항  

COVID-19접종 장소에 아래 사항을 지참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사진이 있는 신분증. 

• 가능한 경우, 메디케어 카드. 

• 직업상 COVID-19 접종을 받을 경우, 직원 ID. 

• 질환, 알레르기, 출혈성 질환, 면역 약화 시스템에 대한 정보.  

• 복용 중인 약품에 대한 정보. 

• 이전에 맞은 COVID-19 접종 정보 (백신 접종의 백신 브랜드 및 날짜). 

• 예전에 백신에 대해 본인이 가졌던 반응에 대한 정보.  

• 현재의 GP 및 전문의의 성명. 

• 마스크 (해당 주/준주에서 요청 시에). 

예약 장소에서 COVID-19 접종에 대한 어떠한 문의사항이라도 접종 제공자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약품을 복용하고 있거나 질환이 있는 경우 접종 제공자에게 알려주십시오. 특별히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어떤 물질에 대해 아나필락시스 (심한 알레르기 반응의 한 유형)가 있거나 아드레날린 

자동주사기 (예: EpiPen)를 보유.  

• 이전에 백신에 대한 반응이 있었음. 

•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혈액응고 방지제 치료 중. 

• 임신 중, 혹은 모유 수유 중 혹은 임신 계획 중. 

• 면역이 약화됨 (즉, 약화된 면역 체계가 있거나 면역 억제제 복용 중) 

• 또다른 COVID-19 백신을 접종. 

• 지난 14 일간 내에 백신 접종을 받음. 

어떤 상태에서는 접종 예약을 하기 전에 의료 제공자와 백신 접종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Information on COVID-19 Pfizer (Comirnaty) vaccine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 방법 

가장 흔하게는 팔 상부 근육에 주사기로 백신 접종을 맞습니다. 접종 후에 최소한 15분 동안 

백신 접종 클리닉에 관찰을 위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병력에 따라 30 분 대기를 요청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예약 장소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사용되는 방법 

개인 정보가 수집, 저장 및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ttps://www.health.gov.au/covid19-vaccines를 방문하세요. 

 

https://www.health.gov.au/covid19-vaccin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