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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사전 등록 가이드
컬럼비아 특별구 보건부(DC Health)는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보급 계획에 있어 지속적인 진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 및
DC 내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수량이 확보되는 대로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보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시려면, 예약을 위해 사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예약을 위한 사전 등록 과정을 도와드리는 본 가이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
사전 등록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검토하고 준비해주십시오.

병력:
현재 앓고있는 의료
질환, 알러지 정보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병력:
감염, 검사, 또는
백신 접종 이력

연락처 정보: 주소,
전화 및/또는
이메일

세부 인적 사항:
인종, 민족, 성별,
나이

온라인 백신 포털에 접속할 수 없거나 인터넷이 없는 경우, DC 콜센터에
855-363-0333번으로 전화하셔서 백신 등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vaccinate.dc.gov
v.03/09/2021

백신 사전 등록을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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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accinate.dc.gov에 가셔서 초록색의 ‘여기서 사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전
등록하기

참고: 최상의 경험을 위해, Chrome, Safari, Edge, 또는 Firefox와 같은 최신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주십시오.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컴퓨터는 다음의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윈도우 7,
8.1, 10 또는 이후 버전 및 iOS Leopard 및 이후 버전(버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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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제 COVID-19 백신 접종 사전 등록 포털에 오셨습니다.
준비가 되시면, 설문 작성하기를 클릭하세요.

설문 작성하기

어떤 경우, 사전 등록을 하려는 동시 접속자 수가 너무 많으면 다음과 같은 공지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리가 나면 바로 사전 등록 포털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나가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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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빨간 별표* 표시가 된 모든 질문들에 답변해 주십시오. 귀하가 DC거주민인지 또는 DC내에서
일하는 비거주민인지 응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본 설문지는 귀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귀하가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준비가 되셨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안내 및 지침사항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귀하는 DC 거주자,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이십니까?

다음은 직장 관련 질문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귀하의 고용주 정보 및 직장 주소와 더불어,
근무 업종, 현재 근무지로 출근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아니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를 선택하신 경우, 고용주 정보나 직장
주소를 제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 관련 정보

귀하는 직장에 직접
출근하셔야만 합니까?

다음 분야 중 한 곳에서
근무하십니까?

고용주 정보

고용주 이름
고용주 주소
고용주 도시

고용주 주
고용주 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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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한국어

Healthcare (to include Veterinary Care)

의료기관(동물 병원 포함)

Grocery Store

식료품점

Food Packaging and Distribution

식품 포장 및 유통

Manufacturing

제조업

Outreach workers in health, human, or social services

보건, 복지,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아웃리치
종사자

K-12 Education

K-12 교육

Child Care

보육

Law Enforcement/Public Safety

사법기관/공공안전

Correctional Facility/Detention Center

교정시설/구치소

Courts and Legal Services

법원 및 법률 서비스

Food Service

외식 서비스

Public (Mass) Transit

대중(대형) 교통

US Postal Service

미국 우정 공사

Local Government Agency

지방 정부 기관

Federal Government Agency

연방 정부 기관

Non-Public Transit Transportation Services (i.e. For-Hire
Vehicles such as Taxi, Uber, Lyft)

비 대중교통 운송업 근로자(예: 택시, 우버,
리프트와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

Logistics/Delivery Services (i.e. UPS, FedEx)

물류/배달 서비스(예: UPS, 페덱스)

Construction

건설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i.e. colleges, universities, trade
schools)

고등 교육 기관(예: 단과 대학, 종합 대학, 직업
훈련 학교)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IT)

Media and Mass Communications

미디어 및 대중 매체

Public Works and Public Utilities

공공 사업 및 공익 기관

No, I do not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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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제 귀하가 안전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시게
됩니다. 백신을 맞기 전에 아픈적이 있었는지, 이번이 첫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백신
투여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다음은 질병 목록을 검토하십시오.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질병이 보이면 네를 선택합니다.

과거 백신에 심각한 반응을
보인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귀하의 첫 번째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입니까?
의료진으로부터 다음 질환 중 하나를
진단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는 선호하는 백신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백신(화이자, 모더나,
또는 존슨 앤 존슨) 목록에서 선택하시거나
‘선호 사항 없음’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시려면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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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및 기타 만성
폐질환
골수 및 고형 장기 이식
암
뇌혈관 질환
만성 신장 질환
선천성 심질환
진성 당뇨병
심부전, 관상 동맥 질환, 또는
심장병(cardiomyopathies)과 같은 심장 질환
HIV
고혈압
면역력 약화 상태
선천적 대사 이상
지적 및 발달 장애
간 질환
신경계 질환
비만, BMI 30 kg/m2 이상
임신
중증 유전 질환
겸상 적혈구 빈혈증
지중해 빈혈(탈라세미아)

선호하시는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이 있습니까?

5.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주소 검색 및 선택에서 그냥 귀하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다 보면, 귀하의 입력 내용과 일치하는
주소가 나오면 드롭 다운 메뉴가 나와, 귀하의 전체 주소를 자동으로
입력해 드립니다. 또는 라인 1*에 수동으로 주소를 입력해주십시오.

주소 검색 및 선택(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소란 1
아파트, 호수
도시
주
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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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의 이름, 세부 인적 사항, 그리고 생년월일을 입력하십시오.
개인 정보

이름(First Name)
중간 이름(Middle Name)

성(Last Name)
성별
인종
기타 인종일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십시오
귀하의 민족명을 기입해주십시오
귀하의 생년월일을 기입해주십시오.
월
일
년도

영어

한국어

Black or African-American
White
Asian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백인
아시안

American Indian or Alaska Native

북미 원주민 또는 알라스카 원주민

Native Hawaiian or Other Pacific Islander
Other Race

하와이 원주민 도는 기타 태평양 섬마을 주민
기타 인종

Prefer not to specify
Unknown/Undetermined

밝히고 싶지 않음
모름/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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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제 귀하의 선호 연락 방식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이메일이 없으면 ‘저는 이메일 주소가 없습니다’ 박스 옆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또는 전화 연락을 선호하시면 ‘귀하의 예약이 가능해지면 저희가 전화 드리길
바라십니까?’ 박스 옆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이메일(있을 경우)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십시오.
다음은 선호하시는 언어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저는 이메일 주소가 없습니다
귀하의 예약이 가능해지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길 바라십니까?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주십시오
전화번호
휴대 전화 번호(기본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귀하와의 소통이 필요할 때 어떤 언어로
연락드리길 바라십니까?

귀하께 드리는 모든 연락의 사본을
받으실 분의 이메일 주소를 추가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계속 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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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연락을 받을 분이 있으시거나, 현재
이 양식을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를 대신해
작성하고 계시다면, 두 번째 이메일 주소를
여기에 입력하시면 이메일 확인과 예약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다음 페이지에서는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모든
내용이 정확한지 양식을 확인해주십시오.

derek@email.com

만약 틀린 내용이 있으면 ‘이전’을 클릭해 전의
양식으로 돌아가 내용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보가 모두 정확하면 ‘위의 정보가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옆의 박스를 클릭하고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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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귀하의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위한 사전
등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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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확인
사전 등록을 마치신 시간에 따라, 귀하가 명단에 올랐다는 확인 이메일을 받으시게
됩니다. (정크 및 스팸 메일 폴더도 확인해주십시오.) 만약 24시간 후에도 확인
이메일을 받지 못하시면 vaccinatedc@dc.gov 로 이메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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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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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vaccinatedc@dc.gov로
이메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C
콜센터(855-363-0333)에 전화하셔도 백신
사전 등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향후
공지를 이메일 또는 문자로 받으시려면
vaccinate.dc.gov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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