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백신 자료
예방 접종 방법
다음목록은 오렌지카운티, 어바인 및 주변지역에서 COVID-19
예방접종을 받기위한 옵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백신 정보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cityofirvine.org/covid19 을
방문하셔서 최신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웹사이트마다 특정한
등록과 예약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어떤 웹사이트를 사용해
등록하실지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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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개인은 Othena.com 을
통해 온라인 등록을하여 가능한 예약을 확인하고 추후 예약 가능 정보 알림을
받을수있습니다. Othena 는 CuraPatient 가 선도적인 의료 전문가 및 공중
보건 기관들과 함께 만든 백신 예약 시스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의료기관
(The Orange County Health Care Agency) 핫라인 에서는 연장자 또는 컴퓨터에
익숙하지않은 분들의 접수 과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핫라인 번호는
714-834-2000 입니다.
Cal Poly Pomona 는 주 전체 보건 단체 연합들과 협력하여 주 전체 예방접종 노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어바인에 거주하고있는 자격이되는 개인들에게 제공됩니다.
이 곳에서 백신을 맞으려면 반드시 예약을 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 My Turn 웹사이트
myturn.ca.gov 를 방문하시면 현재 자격요건과 예약에 관한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CVS Pharmacy 는 2월 11일 캘리포니아 전역 100 개의 지점에서 자격요건이 되는
그룹을 위한 COVID-19 백신접종 예약을 시작하였습니다. Walgreen 은 온라인에
예약과 자격요건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등록하시면 예약가능한 날짜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Rite Aid 는 백신접종을 위해 지역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웹사이트에서는 자격요건 여부 검사와 예약을 할수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약국 (Pharmacy) 에서의 백신접종을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우선순위 그룹 — 현재 의료기관 종사자, 65 세 이상 연장자 및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 — 을 위한 공중 보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예약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인터넷이 없으신 분들은 고객 서비스 센터로 전화 주십시요:
CVS 800-746-7287; Walgreens 800-925-4733; or Rite Aid 800-748-3243.
UCI Health 는 캘리포니아 1A 단계에 부합되는 65세 이상의 개인들에게 COVID-19
백신접종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약은 UCI Health 웹사이트 vaccine.ucihealth.org 을
통해서 하실수 있습니다. 멤버가 아니신 분들은 “게스트 ”Guest” 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 수단이 필요하십니까?
백신 접종을 위한 교통수단이 필요한 연장자나 백신 접종 등록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바인 시 연장자 및 지역 사회지원 (City of Irvine’s Senior & Community Support) 핫라인
949-724-6926 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 하시면, 오렌지 카운티의료기관 (OC Health Care Agency)
COVID 웹 사이트 occovid19.ochealthinfo.com 으로 방문 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