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접종 비용 가이드 
자녀의 백신 접종 비용 

모든 아동은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하와이 원주민 의료 센터(Hawaiian Health Center)와 아메리칸 원주민 의료 
서비스(Indian Health Service, IHS)에서 질병 예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방정부 인증 의료 센터(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s, 

FQHC) 또는 농촌 보건 클리닉(Rural Health Clinics, RHC)에서는 소아백신 프로그램(Vaccines For Children, VFC)에 포함된 CDC 권장 
백신과 COVID-19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지만, 담당 의사는 진료와 관련한 다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CDC에서 정기적으로 권장하는 
아동용 백신은 무료입니다.* 

*독감 및 기타 백신의 경우, 공동부담금 또는 공동보험금 없이 의료보험 혜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2 VFC 백신 접종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그 상황을 알리면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성인 백신 접종 비용 
● 민간의료보험

○ 법률상 권장 백신의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며, 개인 부담분은 없어야 합니다. 병원 또는 특정 약국에서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지 보험사에 문의하십시오.

● 메디케이드
○ 대부분의 주에서는 메디케이드 플랜이 일부 성인 백신 접종을 제공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CDC 권장 백신이 일부 유료일

수 있습니다.
○ 필요한 백신이 무료인지, 공동부담금, 공동보험금 또는 백신 접종 비용(접종 회차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확인하려면

해당하는 주의 메디케이드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정해진 의사, 약사, 기타 의료 제공자에게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지 문의하십시오.

● 메디케어
○ 메디케어는 파트 B(의료보험)에 따라 독감과 폐렴구균 백신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의 경우, 환자가 적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트 D
플랜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 병원, 클리닉, 또는 약국에서 발생한 백신 전체 비용과 병원 공동부담금, 공동보험금 및/또는 백신 접종

비용(접종 회차별 비용) 등의 관련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백신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필요한 백신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면, 해당 주 또는 지역 보건부에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성인 백신 접종을 제공하는 주

프로그램이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또는, 해당 지역의 FQHC, RHC, 아메리칸 원주민 의료 서비스(Indian Health Services Center),
하와이 원주민 의료 센터(Native Hawaiian Health Center)에 문의하여 더 저렴한 백신 접종을 제공하는지 확인하거나 CDC(1-800-

CDC-INFO: 1-800-232-4636)로 문의하십시오. 클리닉에서는 백신 접종 시 환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www.aa-nhpihealthresponse.org/ 및 www.vaccinateyourfamily.org/questions-about-vacc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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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views of CDC/HHS.

1 https://www.cdc.gov/vaccines/hcp/vis/vis-statements/flu.html 
2 https://www.hhs.gov/answers/affordable-care-act/will-the-aca-cover-my-flu-sho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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