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이 FAQ는 https://www.vdh.virginia.gov/covid-19-faq/vaccination/에서 검색 가능한 FAQ 중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과 답을 모은 것입니다. 번역된 FAQ는  2, 3개월마다 업데이트되지만, 검색 가능한 예방접종에 관한 FAQ는 매달 

업데이트됩니다.  

최종 FAQ 업데이트 날짜 2023. 1. 25 

1. 코로나 19 예방접종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 vaccinate.virginia.gov를 참고하거나 877-VAX-IN-VA 

(877-829-4682)로 전화하실 수도 있고, 영어의 경우 GETVAX (438829)로, 스페인어의 경우 VACUNA 

(822862)로 거주 지역의 우편번호를 문자 발송하십시오. 생후 6개월 이상의 모든 사람은 코로나 19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vaccinate.virginia.gov에 접속하면 “장소별 검색(Search by Location)”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거주하시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약 가능한 선택지가 제공됩니다. 많은 클리닉들이 예약뿐만 

아니라 당일 접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언제 백신 부스터 접종을 받아야 합니까?  

5세 이상이면 누구나 기본 시리즈 접종을 완료하거나 마지막 1가 부스터 접종을 받은 때로부터 최소한 2개월 후에 

업데이트된(2가) 부스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가 백신은 생후 6개월부터 5세까지의 아동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와 부모, 특히 60세 이상인 경우는 선택지에 대해 자신의 의료 제공자와 상의할 것을 권합니다. 

중등도 또는 중증으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1차 백신 시리즈의 일환으로서 추가 백신 접종이 필요하며 , 자격이 되는 

대로 곧 업데이트된 부스터 샷을 맞아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버지니아 보건부(VDH) FAQ를 참조하거나 CDC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3. 코로나 19 예방접종의 공통적인 부작용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작용은 우리 인체가 코로나 19에 대한 보호 기능을 쌓고 있다는 일반적인 징후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작용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부작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접종 부위 팔 통증 

● 피로감 

● 두통 또는 다른 부위 통증 

https://www.vdh.virginia.gov/covid-19-faq/
https://vaccinate.virginia.gov/
https://vaccinate.virginia.gov/
https://www.cdc.gov/media/releases/2022/s1209-covid-vaccine.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recommendations/immuno.html
https://www.vdh.virginia.gov/covid-19-faq/vaccination/#booster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tay-up-to-date.html#recommendations


● 수일간 오한 또는 발열 

 

이 부작용 중 일부는 일상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사라집니다. 

접종 부위 통증이나 다른 불편함이 지속될 시 의사와 상의 후 일반의약품을 복용하세요. 이부프로펜 또는 

아세트아미노펜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나 이상사례는 v-safe 또는 VAERS에 보고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FAQ를 참조하십시오. 

4. 어디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지역보건부,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진료실, 응급치료센터, 약국, 기타 의료 클리닉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코로나 19 검사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알아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검사소에 문의하십시오. 

검사소에 갈 수 없는 경우, 귀하와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자가수집키트 또는 자가테스트(홈테스트 또는 재택테스트)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자가 테스트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CDC 웹사이트  자가 테스트(Self-Testing)를 

참고하세요. 노인(메디케어 대상자)인 경우, 가정 검사 키트도 우편을 통해 무료로 제공 가능합니다. 다른 분들의 

경우, 버지니아의 일부 검사소에서 무료 또는 할인된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VDH는 민간 실험실로부터 양성 및 음성 코로나 19 검사 결과를 모두 받지만, 본인의 검사 결과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검체를 처리 또는 수거한 의료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외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5. 코로나 19 확진자에게 노출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출 후 10일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19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0일차는 코로나19에 걸린 누군가에게 자신이 노출된 마지막 날입니다. 

 

○ 1일차는 마지막 노출 이후의 첫 하루를 뜻합니다. 

 

● 검사를 받기로 하셨다면, 6일차에 검사를 받으세요.  

○ 최근 90일 내에 이미 코로나19에 걸렸다면, 구체적인 검사 권고사항을 참고하세요. 

○ 버지니아에는 많은 코로나 19 검사소가 있으며, 이러한 검사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 10일차까지 집 안이나 공공 장소 실내에서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게 될때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십시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afety/vsafe.html
https://vaers.hhs.gov/reportevent.html
https://www.vdh.virginia.gov/covid-19-faq/vaccination/#sideeffects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protect-yourself/covid-19-testing/covid-19-testing-sites/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protect-yourself/covid-19-testing/covid-19-testing-site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esting/self-testing.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esting/self-testing.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symptoms-testing/testing.html#choosing-a-test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covid-19-testing/covid-19-testing-sites/


● 코로나19의 증상을 확인하세요 

추가 안내는 VDH(버지니아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 코로나 19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예방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담당부처에 알리고 증상을 모니터해야 합니다.  

0 - 5일차: 최소 5일 동안 집에 머무십시오. 0일차는 증상이 발현된 날 또는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은 날로 

간주합니다. 1일 차는 그로부터 다음 날인 하루입니다.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지낼 경우 자신에게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격리하는 동안 몇 가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6일차 및 그 이후: 해열제 없이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고 다른 증상도 개선됐다면, 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아래 참조) 

*여전히 열이 있거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계속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미각 및 후각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돌아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격리 종료가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0~10일 차: 집이나 공공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에는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고령층 또는 중증 질환 고위험군인 사람, 고위험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방문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 10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 증상이 발현된 첫 날부터 10일 동안 이동하지 마십시오. 

● 식당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곳에는 가서는 안 됩니다. 

● 증상이 발현된 첫 날부터 10일까지는 자택이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됩니다. 

경미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일반의약품(OTC)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양성 검사 결과를 받은 후 증상이 

악화되거나 중증 질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경우(비록 초기에는 경미한 질병이었던 경우라도)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일반 대중을 위한 것이며 초중고등학교와 전문학교 및 대학교, 직장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시설 

또는 고위험 밀집 장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지침은 VDH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7. 이 시기의 여행에 대한 지침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국내 및 국제 여행에 대한 안내는 VDH 여행자 FAQ 섹션과 CDC 여행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CDC의 코로나 19 및 크루즈선 여행에서 크루즈선 여행에 대한 안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symptoms-testing/symptoms.html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protect-yourself/exposure/
https://www.vdh.virginia.gov/content/uploads/sites/182/2021/03/Notify-Your-Contacts_3102021_final-1.pdf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need-extra-precautions/people-with-medical-conditions.html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protect-yourself/what-to-do-if-you-have-confirmed-or-suspected-coronavirus-disease-covid-19/
https://www.vdh.virginia.gov/covid-19-faq/#internationa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index.html
https://wwwnc.cdc.gov/travel/notices/covid-4/coronavirus-cruise-ship


여행 관련 권고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는 미 국무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8. COVID-19 사례와 예방접종자 수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버지니아주 코로나 19 사례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다섯 가지 

대시보드: 요약, 사례, 인구통계, 발병, 및 VHHA 병원 인구조사 자료.   

버지니아의 COVID-19 백신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두 개의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 요약 및 인구통계.  

CDC COVID-19 커뮤니티 레벨은 COVID-19 예방과 관련하여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안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9. 코로나 19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나요?   

경증의 코로나 19 환자는 집에서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고 다량의 수분을 섭취하며 일반의약품(OTC) 치료제를 

복용하여 증상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증상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악화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택에 있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떨어져야(격리해야) 

합니다. 

경증인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이 같은 조치들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고령의 사람(>65세) 또는 중증 코로나 

19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증상이 발현되자마자 즉시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중증 코로나 19로 진행될 수 있는 고위험군 사람에게 경미한 증상에 대해서 

팍스로비드(Paxlovid)와 같은 단클론항체 또는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중증 질병 환자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연락해 치료 권장사항과 자가 치료를 준수해야 합니다.  

질병 치료에 관한 추가 권장사항을 확인하려면 의사 또는 기타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CDC의 코로나19 

치료 및 약물 웹페이지와 VDH의 “코로나19에 대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웹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international-travel.html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see-the-numbers/covid-19-in-virginia/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covid-19-in-virginia/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coronavirus/covid-19-in-virginia-cases/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coronavirus/covid-19-in-virginia-demographics/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coronavirus/covid-19-in-virginia-outbreaks/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see-the-numbers/covid-19-in-virginia/vhha-hospitalizations/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see-the-numbers/covid-19-in-virginia/covid-19-vaccine-summary/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covid-19-vaccine-summary/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covid-19-vaccine-demographic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science/community-level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need-extra-precautions/index.html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health-professionals/therapeutic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your-health/treatments-for-severe-illnes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your-health/treatments-for-severe-illness.html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protect-yourself/treatments-are-available-for-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