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예방접종 
이제 비씨주에서 행사, 서비스 및 사업체에 접근하기 위해 예방접종 증명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제 여행에는 예방접종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비씨 정부: 

예방접종 증명을 방문하십시오. 

COVID-19 예방접종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페이지를 읽어보십시오:  

 COVID-19 mRNA 백신 (HealthLinkBC file #124a) 

 COVID-19 바이러스벡터 백신 (HealthLinkBC file #124b) 

 COVID-19 아단위 단백질 백신 (HealthLinkBC file #124c)  

예방접종 맞기  

비씨 정부 - COVID-19 예방접종 계획은 생명을 구하고 COVID-19의 확산을 중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계획의 다음 단계는 비씨인에 대한 보호를 지속하는데 중점을 맞추게 됩니다. 

1차, 2차 접종 또는 부스터 샷 등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비씨주 질병통제센터: 예방접종 맞기  

 비씨 정부: COVID-19 백신, 예방접종 및 치료 

 비씨 정부: COVID-19 예방접종 맞는 방법 

예약해야 하는지, 워크인 또는 드롭인 예방접종도 가능한지에 관한 정보 등의 최신 정보를 보려면 

웹페이지 비씨 정부: COVID-19예방접종 안내를 방문하여 관할 공중보건국 산하 COVID-19 

예방접종 클리닉을 찾아보십시오. 

부스터샷 접종 

일련의 부스터샷을 접종함으로써 COVID-19로 인한 심각한 증세를 막는 면역력 지속 기간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완전한 면역력을 갖추기 위해서 만 5세 이상은 정기적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지난 접종 후 6개월 후) 예방접종을 받으라는 초대를 받게 됩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경우 

감염 위험이 높은 기간에 맞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을 부스터샷은 현재 고위험군부터 접종 중입니다. 

 노인 

 원주민 

 임상적으로 극히 취약한 사람 

 의료서비스 종사자  

COVID-19 부스터샷 및 가을 부스터샷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비씨주 질병통제센터: 예방접종 맞기  

https://www2.gov.bc.ca/gov/content/covid-19/translation/ko/proof
https://www2.gov.bc.ca/gov/content/covid-19/translation/ko/proof
https://www.healthlinkbc.ca/sites/default/files/documents/hfile124a-K_1.pdf
https://www.healthlinkbc.ca/sites/default/files/documents/hfile124b-K.pdf
https://www.healthlinkbc.ca/sites/default/files/documents/hfile124c-K.pdf
https://www2.gov.bc.ca/gov/content/covid-19/translation/ko/immunization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covid-19-vaccine/getting-a-vaccine
https://www2.gov.bc.ca/gov/content/covid-19/vaccine
https://www2.gov.bc.ca/gov/content/covid-19/translation/ko/register
https://www2.gov.bc.ca/gov/content/covid-19/translation/ko/register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covid-19-vaccine/getting-a-vaccine#second


 비씨 정부: 부스터샷 맞기 

어린이, 학생 및 COVID-19 예방접종 

영유아의 COVID-19 접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비씨주 질병통제센터: 아동 및 코로나 19 접종 및 

비씨 정부: 아동용 COVID-19 백신을 참조하십시오.  

유아법에 따라 아동은 백신 접종 등과 같은 의료적 사안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만  6개월~4세 

만 6개월~4세 어린이의 COVID-19 접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ImmunizeBC: 만 6개월~4세 아동의 COVID-19 백신 

 ImmunizeBC: 만 6개월~4세 아동의 COVID-19 백신 FAQ  

만  5세~11세 

만 5세~11세 어린이의 COVID-19 접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ImmunizeBC: 만 5세~11세 코로나 19 접종 

 ImmunizeBC: 만 5세~11세 아동의 COVID-19 백신 FAQ  

만 12세~17세 

만 12세~17세 청소년의 COVID-19 접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ImmunizeBC: 만 12세~17세 코로나 19 접종 

 ImmunizeBC: 만 12세~17세 아동의 COVID-19 백신 FAQ  

비씨주로 유학하러 오는 학생: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비씨주 질병통제센터: 비씨주 또는 캐나다 외부에서 예방접종을 맞은 경우  

 비씨 정부: 예방접종 증명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과 주의해야 할 것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비씨주 질병통제센터: 

예방접종 사후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예방접종 주의사항  

COVID-19 예방접종을 맞지 말아야 할 사람도 극소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임신, 모유 수유 등의 

특정 보건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한 COVID-19 예방접종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비씨주 질병통제센터: 예방접종 주의사항 

 

 

https://www2.gov.bc.ca/gov/content/covid-19/translation/ko/booster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covid-19-vaccine/vaccines-children#Ages--5--to--11
https://www2.gov.bc.ca/gov/content/covid-19/translation/ko/children
https://www.healthlinkbc.ca/sites/default/files/documents/hfile119-k.pdf
https://immunizebc.ca/covid-19-vaccination-children-6-months-4-years-old
https://immunizebc.ca/faq?category_tid=453&combine=
https://immunizebc.ca/covid-19-vaccination-children-5-11-years-old
https://immunizebc.ca/COVID-19-vaccines-FAQ-5-to-11
https://immunizebc.ca/covid-19-vaccination-youth-12-17-years-old
https://immunizebc.ca/COVID-19-vaccines-FAQ-12-17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covid-19-vaccine/international
https://www2.gov.bc.ca/gov/content/covid-19/translation/ko/proof
http://www.bccdc.ca/Health-Info-Site/Documents/COVID-19_vaccine/VaccinationAftercare.pdf
http://www.bccdc.ca/Health-Info-Site/Documents/COVID-19_vaccine/VaccinationAftercare.pdf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covid-19-vaccine/vaccine-considerations#cev


더 많은 HealthLinkBC 파일 주제를 찾아보려면  www.HealthLinkBC.ca/more/resources/healthlink-

bc-files 또는 관내 보건소를 방문하십시오. BC주 비응급 건강 정보 및 조언은  

www.HealthLinkBC.ca를 방문하거나 8-1-1 번(수신자부담)으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장애 및 난청이 

있는 경우 7-1-1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번역 서비스는 요청 시 13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백신의 안전성 

백신의 승인 절차 및 안전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비씨주 질병통제센터: 백신의 안전성 

 비씨주 질병통제센터: 백신의 승인 및 개발 

백신의 효과성 

백신의 효과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비씨주 질병통제센터: 백신의 영향 및 변이종 커버 범위 

백신 관련 의문 

COVID-19 예방접종에 관한 의문이나 우려가 있을 경우, 다음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ImmunizeBC - COVID-19 백신 FAQ   

 비씨주 질병통제센터: COVID-19 백신  

 

 

최근 업데이트: 2022년 9월 28일  

COVID-19 예방접종 보건 특집에 실린 정보는 2022년 9월에 열람하여 다음과 같은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BC Centre for Disease Control: COVID-19 Vaccine, ImmunizeBC: COVID-19 Vaccine 

Frequently Asked Questions, Government of BC: How to get vaccinated for COVID-19, BC Centre for 

Disease Control: Vaccine Considerations 및 BC Centre for Disease Control: Getting a Vaccine. 

 

 

http://www.healthlinkbc.ca/more/resources/healthlink-bc-files
http://www.healthlinkbc.ca/more/resources/healthlink-bc-files
https://www.healthlinkbc.ca/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covid-19-vaccine/vaccine-safety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covid-19-vaccine/vaccine-approvals-development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covid-19-vaccine/measuring-vaccination-impact-coverage
https://immunizebc.ca/covid-19-vaccine-frequently-asked-questions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covid-19-vaccine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covid-19-vaccine
https://immunizebc.ca/covid-19-vaccine-frequently-asked-questions
https://immunizebc.ca/covid-19-vaccine-frequently-asked-questions
https://www2.gov.bc.ca/gov/content/covid-19/vaccine/register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covid-19-vaccine/vaccine-considerations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covid-19-vaccine/vaccine-considerations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covid-19-vaccine/getting-a-vacc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