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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건강 검사기

  백신 접종을 받으십시오.
 귀하의 스마트폰에서
v-safe를 시작하십시오.

v-safe란?
V-safe는 문자 메시지 및 웹 설문조사를 통해 기밀이 유지되는 개인 
건강상태 체크인을 제공하므로, 귀하 또는 피부양자가 COVID-19 백신을 
접종한 후 몸 상태를 CDC와 쉽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등록에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으며 v-safe에 참여하시면 모두의 COVID-19 백신 
안전성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V-safe 기능:
• 피부양자를 등록하고 피부양자를 대신하여 체크인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1차, 2차, 추가 및 부스터샷 접종 후 몸 상태를 입력하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어떻게 하고 앱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vsafe.cdc.gov를 방문하여 접종 회차와 상관없이 
COVID-19 백신을 접종한 후 v-safe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매번 백신 접종 이후 첫 주 동안, v-safe에서 매일 귀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건강 상태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수시로 
체크인을 받게 되며, 언제든지 체크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에 따라 추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CDC의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v-safe에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기밀이 
유지됩니다.* 

자녀 또는 피부양자는 어떻게 등록합니까?
v-safe에서 백신 접종 자격이 있는 가족 구성원(또는 친구)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v-safe 계정을 
사용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 계정에 피부양자를 추가하거나 아직 
계정이 없으면 새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 
계정을 만들 때 직접 백신 접종 정보를 입력하거나 건강상태 체크인을 
완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계별 안내를 원하십니까? 웹사이트 접속: www.cdc.gov/vsafe 

* v-safe는 CDC, FDA 및 기타 연방 기관에서 관리하는 기존 정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보안 수단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하는 경우 1974년 개인 정보 보호법, 1996년 건강 보험 이전 및 책임법(HIPAA)에 
따라 제정된 표준, 연방 정보 안전성 관리법 및 정보의 자유법을 포함한 연방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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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브라우저로  
vsafe.cdc.gov를 방문해 

등록하십시오.

또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코드를 찍으십시오.

v-safe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800–CDC–INFO(800–232–4636)

TTY 888-232-6348 
로 전화 주십시오.

24시간, 주 7일 이용 가능합니다.
www.cdc.gov/vsafe를 방문하십시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S324195-H 06/17/2022

vsafe.cdc.gov
www.cdc.gov/vsafe
vsafe.cdc.gov
www.cdc.gov/vsa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