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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후
건강�검사기

백신 접종을 받으십시오.
귀하의 스마트폰에서.
v-safe를 시작하십시오.

10:18 AM

v-safe란?

v-safe는 스마트폰 기반 도구로, 문자 메시지와 웹 질문지를 사용하여
COVID-19 백신 접종 후에 귀하의 개인 건강에 대한 체크인을
제공합니다. v-safe를 사용하여, 귀하가 COVID-19 백신 접종 후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CDC에 즉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에 따라 귀하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CDC의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v-safe는 귀하가 필요한 경우 2차 COVID-19 백신
접종을 받도록 알림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CDC의 v-safe에 참여하시면 COVID-19 백신을 안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COVID-19 백신 접종을 받는 경우, 귀하의 스마트폰에서 v-safe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여는 자발적이며 귀하는 언제든지 참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현지 시간 오후 2시경에 v-safe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을 것입니다. 참여를 중지하려면,v-safe에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간단히 “STOP” 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또한 “START” 문자를
보내면 v-safe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v-safe 체크인 지속 기간은?

백신 접종 이후 첫 주 동안, v-safe에서는 매일 귀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건강 상태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귀하는 이후 최대 5주 동안 주
1회 체크인 메시지를 받을 것입니다. v-safe에서 묻는 질문들은 답변하는
데 5분 미만이 걸립니다. 귀하가 2차 백신 접종이 필요한 경우, v-safe
에서 새로운 6주 체크인 과정을 제공하여 귀하의 2차 투여 백신 접종
경험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백신 투여 후 3개월, 6개월 및
12개월 체크인을 받을 것입니다.

나의 건강 정보는 안전한가요?

예. 귀하의 개인 정보는 v-safe에서 보호되기 때문에 기밀이 유지됩니다.*

*v-safe가 CDC, 미 식약청 및 기타 연방 기관들에서 관리하는 기존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정도의 범위로

본 시스템은 데이터 민감도 수준에 적절한 엄격한 보안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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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사용하여
COVID-19 백신 접종
후 모든 부작용에 관해
CDC에 보고하십시오.
또한 2차 백신 투여가
필요한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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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브라우저로
vsafe.cdc.gov
를 방문해 등록하십시오.

또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코드를
찍으십시오.

v-safe 등록 및 사용 방법

사용할 스마트폰 및 귀하가 받은 COVID-19 백신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귀하의 백신 기록
카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등록

1. 아래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v-safe 웹사이트로 가십시오.

스마트폰의 브라우저에서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vsafe.cdc.gov

또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코드를 찍으십시오.

2. 지시 사항을 읽으십시오. Get Started를 클릭합니다.
3. 귀하의 이름, 핸드폰 번호 및 기타 요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Register를 클릭합니다.
4. 스마트폰에 인증 코드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수신한 코드를 v-safe에 입력하고 Verify를
클릭하십시오.
5. 화면 상단에서, Enter vaccine information 을 클릭합니다.
6. 귀하가 투여받은 COVID-19 백신 종류를 선택하십시오(백신 접종 기록 카드에서 찾을 수 있음. 귀하의 카드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백신 접종을 받은 날짜를 입력하십시오. Next를
클릭합니다.
7. 백신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올바르면, Submit을 클릭합니다. 올바르지 않으면, Go Back을 클릭하십시오.
8. 축하드립니다!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현지 시간 오후 2시 전에 등록을 완료한 경우, v-safe에서는 당일 오후
2시경에 최초 건강 체크인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후 2시 이후에 등록한 경우, v-safe에서는 귀하의 등록 후
즉시 최초 건강 체크인을 시작할 것입니다.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귀하는 현지 시간 오후 2시경에 있는 다음 체크인 시간이 되면 v-safe에서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받을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 내의 링크를 클릭하여 체크인을 시작하십시오.

v-safe 건강 체크인을 완료하십시오.

1. 스마트폰에서 v-safe 체크인 문자 메시지를 받는 경우, 준비되었을 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2. 지시 사항을 따라 체크인을 완료하십시오.

문제 해결

예기치 않게 중단된 경우 나중에 재방문하여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문자 메시지 알림의 링크를 클릭하여 재시작하고 귀하의 체크인을
완료하십시오.

2차 COVID-19 백신 접종 후에 나의 백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v-safe에서 2차 접종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귀하에게 자동으로
요청합니다.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v-safe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800–CDC–INFO(800–232–4636)
TTY 888-232-6348로 전화 주십시오.
24시간, 주 7일 이용 가능합니다.
www.cdc.gov/vsafe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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