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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기록 확인 방법

귀하가 백신접종을 완료한 후, 귀하의 예방접종 기록표에 코로나19 백신접종 증거가 
기록될 것입니다.

필수 투여량을 모두 접종받고 나면, 코로나19 디지털 증명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 온라인 계정
 • 익스프레스 플러스 메디케어 (Express Plus Medicare) 앱
 • 마이 헬스 레코드 (My Health Record)
 • 개인 보건 식별번호 서비스 (Individual Healthcare Identifiers Service)
 • 호주 예방접종 등록부 (Australian Immunisation Register)

1. 앱을 열고 로그인을 합니다

2. 서비스 (Services) 항목에서 예방접종 기록 
(Immunisation history)을 선택합니다

3. 본인 이름을 선택합니다

4. 예방접종 기록표 보기 (View immunisation   
history Statement, PDF) 나 코로나19 디지털 
증명서 보기 (View COVID-19 digital certificate, 
PDF)를 클릭합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록 확인

마이 헬스 레코드에서도 귀하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이 헬스 레코드가 있는 경우,

1. 귀하의 myGov 계정 (my.gov.au) 에 로그인하여 
마이 헬스 레코드 (My Health Record)를 
선택합니다

2. 귀하의 마이 헬스 레코드를 엽니다

3. 귀하의 레코드 홈 (Record Home) 페이지나 
예방접종 뷰 (Immunisations view) 페이지에서 
귀하의 예방접종 증명을 확인합니다 (문서 
‘Documents’, 예방접종 ‘Immunisations’을 
선택합니다)  

기존에 마이 헬스 레코드는 없으나, 메디케어 카드가 있는 
경우,

1. 귀하의 myGov 계정 (my.gov.au) 에 로그인하여 
마이 헬스 레코드 (My Health Record)로 
연결합니다

2.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마이 헬스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이 때, 귀하의 마이 헬스 레코드에 
예방접종 정보 (메디케어 정보)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반드시 ‘예’라고 선택해야 합니다

3. 마이 헬스 레코드를 엽니다

4. 귀하의 레코드 홈 (Record Home) 페이지나 
예방접종 뷰 (Immunisations view) 페이지에서 
귀하의 예방접종 증명을 확인합니다

1. 귀하의 myGov 계정 (my.gov.au) 에 로그인하여 
메디케어 (Medicare)를 선택합니다

2. 예방접종 기록 (Immunisation history) 항목에서, 
예방접종 기록 보기 (View immunisation 
history)를 선택합니다

3. 본인 이름을 선택합니다

4. 예방접종 기록표 보기 (View immunisation 
history statement, PDF)나 코로나19 디지털 
증명서 보기 (View COVID-19 digital certificate, 
PDF)를 클릭합니다

메디케어 온라인 계정

마이 헬스 레코드

익스프레스 플러스 메디케어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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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를 원하는 경우 nsw.gov.au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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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링크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록 확인 

만일 메디케어 카드는 없으나 예방접종 증명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 보건 식별번호
(IHI)가 필요합니다. 만일 개인 보건 식별번호가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링크를 확인하세요.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
services/medicare/individual-healthcare-identifiers/
how-get-ihi

개인 보건 식별번호를 발급받고 나면, myGov를 통해 
귀하의 예방접종 증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귀하의 myGov 계정 (my.gov.au)에 로그인하여 개인 
보건 식별번호 서비스 (Individual Healthcare 
Identifiers service)를 선택합니다

2. 서비스 (Services) 항목에서 예방접종 기록 
(Immunisation history)을 선택합니다

3.  예방접종 기록표 보기 (View immunisation 
history Statement, PDF) 나 코로나19 디지털 
증명서 보기 (View COVID-19 digital certificate, 
PDF)를 클릭합니다

개인 보건 식별번호 서비스 (메디케어 카드가 없는 경우)

호주 예방접종 등록부

귀하의 예방접종 기록표 확인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하단의 QR 
코드를 스캔하시기 바랍니다

뉴사우스 웨일즈 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하단의 QR 코드를  
스캔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으려면 하단의 QR 코드를 
스캔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기관으로 전화 주십시오.

호주 예방접종 등록부 (Australian Immunisation Register) 전화번호 1800 653 809, 월-금 오전8시-오후5시.

귀하의 예방접종 기록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우편으로 받으려면 최대 14일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통역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 통역 서비스 (TIS)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131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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