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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백신 권리 
01 

보험이나 사회 보장 

번호를 제시하지 않아도 

COVID-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나 사회 보장 번호가 없어도 

백신 접종이 거부될 수 없습니다. 

주별 백신 접종 신원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조직이나 보건 당국에 

연락하십시오. 

02 

COVID-19 

백신은 미국 내 모든 

사람에게 

무료입니다. 

백신 제공자는 백신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행정 처리 비용, 

본인부담금, 또는 공동부담금도 

일절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조직에 연락하십시오. 

지원 요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covid@apiahf.org 

더 자세한 정보는 

AA-NHPIHealthResponse.org에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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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백신 접종받기 
 
 
 
 

 

이렇게 하세요: 

 백신 접종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소중한 

지역 구성원을 보호하세요. 

 과거 COVID-19 감염 

사실이 있지만 현재 증상을 

겪고 있지 않더라도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1차 접종을 받은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백신은 무료입니다! 

 체류 자격 때문에 백신 

접종을 포기하지 마세요. 

백신 제공자에게 여러분의 

체류 자격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신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수용하지 마세요. 

COVID-19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조직에 연락하십시오. 

지원 요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covid@apiahf.org 

더 자세한 정보는 

AA-NHPIHealthResponse.org에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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