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 접종을 받으세요. 
스마트폰을 켜세요.  
v-safe를 시작하세요. 

 
 

v-safe란 무엇입니까?  

V-safe는 문자 메시지와 웹 설문 조사를 통해 COVID-19 백신 접종 후 건강 
상태를 기록하는 스마트폰 기반 도구입니다. v-safe를 통해 COVID-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을 CDC에 신속하게 알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에 따라 CDC의 직원이 확인을 위해 귀하께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v-safe는 한 번 더 접종이 필요한 경우 COVID-19 백신의 
재접종 시기를 알려줍니다. 
 
CDC v-safe 참여가 차이를 만듭니다 – 참여하시면 COVID-19 백신을 
안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백신을 1회 접종한 후 스마트폰을 사용해 v-safe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v-safe 참여는 자발적이며,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경에 v-safe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탈퇴하시려면 v-safe의 메시지가 수신되었을 때 “STOP”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START”를 입력하여 v-safe를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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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사용해 
COVID-19 백신을 

부작용에 대해 CDC에 
알리십시오. 2차 접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알림 
메시지도 전송됩니다. 

 

v-safe 체크인은 얼마나 지속됩니까? 

백신을 접종한 후 첫 주 동안 v-safe로부터 매일 접종자의 건강 상태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후에는 최대 5주까지 일주일에 한 번 

체크인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v-safe가 드리는 질문들은 답하는 데 5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2차 접종이 필요할 경우 v-safe가 6주의 새로운 

체크인 절차를 알려 드리며, 이 과정을 통해 2차 접종에 대한 경험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백신을 접종 받은 후에는 3개월, 

6개월, 12개월 체크인을 받게 됩니다. 

 

나의 건강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됩니까? 

네. v-safe 내에 저장된 귀하의 개인 정보는 비공개 및 비밀 유지를 위해 

보호됩니다.* 

 
*v-safe가 CDC, FDA 및 기타 연방 기관이 관리하는 기존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시스템은 데이터 민감도 수준에 적합한 엄격한 보안 조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1974년 프라이버시법, 1996년 건강보험이동성 및 책임법(HIPAA)에 맞도록 제정된 표준, 

연방정보보안관리법,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등 연방법을 준수합니다. 

 
오전 10시 18분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vsafe.cdc.gov에 

가입하십시오 

또는 

이 코드를 스마트 폰의 

카메라로 촬영하세요 

 
2020. 12. 01. 

예방 접종 후  

건강 검진기 

https://vsafe.cdc.gov/


v-safe 등록 및 사용 방법 

스마트폰과 접종 받은 COVID-19 백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는 예방 접종 기록 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귀하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등록 

1. 아래 두 옵션 중 하나를 이용하여 v-safe 웹사이트로 이동: 

 

 

 

또는 

 

 

 

2. 안내를 읽으세요.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3. 이름, 핸드폰 번호 및 기타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등록을 클릭합니다.  
4. 스마트폰으로 인증 코드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v-safe에 코드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5. 화면 상단의 COVID-19 백신 정보 입력을 클릭합니다.  
6. 접종 받은 COVID-19 백신을 선택합니다(백신 기록 카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에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귀하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그런 다음, 접종 받은 날짜를 입력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7. 귀하의 백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정보가 정확하면, 제출을 클릭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뒤로 가기를 
클릭합니다.  

8. 축하 드립니다! 완료되셨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 이전에 등록을 완료할 경우, v-safe는 당일 오후 
2시경에 첫 건강 체크인을 시작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 등록하는 경우, v-safe는 등록 직후 첫 건강 체크인을 
시작합니다 – 안내에 따라 진행하십시오.  
다음 체크인 시간이 되면 v-safe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경에 알림 문자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여 체크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v-safe 건강 체크인 완료 

1. 스마트폰으로 v-safe의 체크인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면, 준비가 되셨을 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2. 안내에 따라 체크인을 완료하세요.  

문제 진단과 해결 

체크인 중 중단된 경우 나중에 어떻게 다시 접속하여 
체크인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문자 메시지 알림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체크인을 
다시 시작한 후 완료하세요.  

COVID-19 백신 2차 접종 후 내 백신 정보를 어떻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까? 
 V-safe는 자동으로 2차 접종 정보 업데이트를 요청합니다. 
안내에 따라 진행하십시오.  

 

v-safe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세요?? 
전화 800-CDC-INFO (800-232-4636), 
TTY 888-232-6348로 연락하십시오 
주 7일 24시간 운영합니다. 
www.cdc.gov/vsafe를 참고하세요 

 

 

스마트 폰의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vsafe.cdc.gov로 

이동합니다. 

이 코드를 스마트 폰의  
카메라로 촬영하세요 

https://www.cdc.gov/vsafe
https://www.cdc.gov/vsafe
https://vsafe.cdc.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