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비드-19 백신은 지금까지 수천 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백신은 안전성, 품질 및 효능에 
대한 타협없이 면밀한 검사를 
거쳐 개발되어 호주 내 사용을 
승인받았습니다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은 코비드-
19로 인한 중증 질환, 입원 및 사망 
가능성이 적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코비드-19는 
치사율이 높은 질병으로, 사망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통증과 호흡곤란 
등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 COVID-19(long 
COVID-19)로 알려진 후유증을 수 
개월 동안 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 여러분이 바라고 
필요로 하는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할까요?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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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19 백신에 관한 사실  
정보

코비드-19 백신 접종의 부작용이 있나요?
백신 접종 후 가벼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대부분 며칠 안에 사라집니다.

임신이나 가임 능력에 영향을 미치나요?
코비드-19 백신이 임신이나 가임 능력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DNA가 영향을 받나요?
코비드-19 백신은 여러분의 DNA를 변형시키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코비드-19에 걸릴 수 있나요?
호주에서 승인된 모든 코비드-19 백신에는 생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백신이 
코비드-19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코비드-19 백신접종은 호주에 있는 12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무료입니다.

메디케어(MEDICARE) 가입자여야 하나요?
메디케어 가입자격이 되지 않아도 무료로 코비드-19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50살도 안됐으니 바이러스에 걸리지는 않겠죠?
아닙니다. 중환자 병동에 있는 환자의 연령대가 매우 다양합니다. 심지어 20대 환자도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3차 추가 접종(BOOSTER SHOT)이 필요한가요?
현재 호주에서는 동일한 종류의 코비드-19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고 있습니다. 면역력 향상과 
미래 바이러스 변이에 대비하기 위해 3차 추가 접종이 추후 권고될 수도 있습니다.



백신을 맞읍시다

다른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health.gov.au/
initiatives-and-programs/covid-19-Vaccines/is-itrue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백신 클리닉 파인더 (Vaccine Clinic Finder) 는 온라인  https://covid-vaccine.healthdirect.
gov.au/eligibility?lang=en 에서 손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연령, 거주하는 
주 등)에 답하여 주변에 이용 가능한 백신 클리닉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호주 내 모든 
백신 클리닉의 전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10,000 여 곳의 백신 클리닉과 백신 접종이 가능한 
약국의 상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클리닉 비교, 접종 가능일 확인, 접종 예약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또는 지역 의사나 의원에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적정교육을 이수한 호주 내 약사를 통해서도 코비드-19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약국 찾기 
(Find a pharmacy)’ 홈페이지 https://www.findapharmacy.com.au/our-services/
vaccination-services-covid-19 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한 주변 약국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  
예약 방법

백신 접종을 강요받을 수도 있나요?
코비드-19 백신 접종은 자의적 선택입니다.

백신 접종이 의무인 곳도 있다고 하던데요?
정부 보건부에서는 일부 근로자의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보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질병 확산의 위험이 각별히 높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입니다. 
격리시설 근로자, 또는 타인과 가까이 접촉해야 하거나,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 질병에 취약한 
고객을 상대하는 직종의 종사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명백한 의료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한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단기적으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활동에 참여할 수 없어, 여러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중증,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코비드-19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본 자료는 전문가의 의료 조언을 대체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며, 보건관련 
조언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본인의 건강 또는 의학적 질환에 관한 문의 
사항은 언제나 의사 또는 기타 의료전문가의 조언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친구, 
동료를 지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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