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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백신 접종 점검표

백신 접종자 대상: 
다음 질문은 오늘 귀하가 COVID-19 백신 접종을 하면 안 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질문에 “예”라고 답변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단지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의료 제공자에게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이름

연령

1.	오늘 몸이 안 좋으십니까?

예 아니요 모름

2. COVID-19 백신을 맞으신 적이 있습니까?
	• 그렇다면, 어느 백신 제품을 맞았습니까?

	� 화이자-바이오앤텍							
(Pfizer-BioNTech)

	� 모더나(Moderna) 	� 얀센	
  (Janssen, Johnson 	

& Johnson)

	� 다른 의약품

 • COVID-19 백신을 몇 번 맞으셨습니까?

	• 백신 접종 기록 카드 또는 기타 서류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3.	질병이 있거나 중등도 또는 중증의 면역 저하를 일으키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암 또는 HIV 치료, 
장기 이식, 면역억제 요법 또는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 CAR-T 세포 요법, 조혈모세포 이식[hematopoietic cell transplant, HCT], 
디조지 증후군 또는 비스코트-올드리치 증후군이 포함됩니다.)

4. COVID-19 백신을 접종한 후로 조혈모세포 이식(HCT) 또는 CAR-T 세포 요법을 받으셨습니까?

5.	다음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습니까?	
(여기에는 에피네프린 또는 EpiPen®로 치료를 해야 하거나 병원에 가야 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예: 아나필락시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드러기, 부종 또는 천명을 포함한 호흡곤란을 유발한 알레르기 반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COVID-19 백신의 성분에는 다음 중 하나가 포함됩니다.
	○ 설사약 및 대장 내시경 시술을 위한 약제와 같은 일부 약물에서 발견되는 폴리에틸렌 글리콜(PEG)

	○ 일부 백신, 필름 코팅 정제 및 정맥 내 스테로이드에서 발견되는 폴리소르베이트

	• 이전에 투여한 COVID-19 백신

6.	다른 백신(COVID-19 백신 제외) 	
또는 주사약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에피네프린 또는 EpiPen®로 치료를 해야 하거나 
병원에 가야 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예: 아나필락시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드러기, 부종 또는 천명을 포함한 
호흡곤란을 유발한 알레르기 반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7.	해당하는 모든 것에 표시하십시오.

	� 만 12세~39세 사이의 남성

	� 심근염 또는 심낭염 병력

 � COVID-19 감염 이후 다기관 염증 증후군	
(MIS-C 또는 MIS-A)을 진단받음

	� 출혈성 질환이 있음

	� 혈액 희석제를 복용함

	� 길랭-바레 증후군(GBS) 병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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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검토자: 날짜
예방접종실천연합(Immunization Action Coalition, IAC) 선별검사 점검표의 평가를 받아 수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