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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샷은 보호 능력을 강화하는(끌어올려주는) 백신 추가 접종 회차를 말합니다. 
1차 부스터샷 제공 대상: 

o 만 12세 이상이며 적어도 5개월 전에 화이자 2차 백신을 접종한 사람.  
o 만 18세 이상이며 적어도 5개월 전에 모더나 2차 백신을 접종한 사람.  
o 만 18세 이상이며 적어도 2개월 전에 J&J 백신을 접종한 사람. 

2차 부스터샷 제공 대상: 
o 만 50세 이상이며 적어도 4개월 전에 1차 부스터샷을 접종한 사람.  
o 만 12세 이상이고 면역 저하자이며 적어도 4개월 전에 1차 부스터샷을 접종한 사람. 

 
• 백신이 효과가 없어서 부스터샷을 맞는 건가요?  

o 백신 중에는 시간이 흐르면 효과가 약해지는 종류도 있고(예: 파상풍 백신), 정기적으로 맞도록 고안된 
종류도 있습니다(예: 독감 백신).  

o 코로나 19에 맞서 보호 능력을 유지하려면 우리 모두 부스터샷을 맞아야 합니다. 
• 백신을 맞은 사람이 충분히 많지 않나요? 

o 누구나 코로나 19에 걸려 아프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지만, 특히 고령자나 일부 질환을 
앓는 환자의 경우 위험이 더욱 큽니다.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코로나 19에 걸리지 않게 예방할 수 있고, 
바이러스를 남에게 퍼뜨리지 않게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내가 코로나 19를 옮긴 사람은 나만큼 바이러스에 잘 맞서 싸울 수 없는 사람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중증도 질환을 앓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o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저는 이미 코로나 19에 걸렸다가 완치되었습니다. 그래도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나요?  

o 예, 코로나 19는 두 번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전문 의료진도 코로나 19에 걸렸다 회복한 후 언제까지 
바이러스에 면역이 있는지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 코로나 19 백신이나 부스터샷은 어디에서 접종할 수 있나요?  
o 부스터샷은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제공합니다.  
o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www.vaccines.gov나 www.phila.gov/vaccine을 참조하거나, 전화 (215) 685-5488 
번으로 문의하세요. 

o 클리닉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In-Home Vaccination Program에 가입하면 됩니다(본인 또는 
간병인이 가입 가능).(https://bit.ly/homeboundvaccinephl 참조). 

• 클리닉은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나요? 영어를 못하거나 교통수단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o 모든 PDPH 백신 클리닉은 전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이용 가능 시설이고 자택까지의 

(Door-to-door) 교통수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https://bit.ly/KnowB4Ugo를 
참조하거나 전화 (215) 586-3006번으로 문의하세요. 

• 코로나 19 백신 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o 백신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백신 기록 사본을 신청하세요.  
o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https://bit.ly/LostVaxCardPHL을 참조하거나 (215) 685-5488번으로 전화를 
걸고 5번을 눌러 통역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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