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 GoVAX COVID-19 백신 접종 지원 센터
1-855-MDGOVAX | 1-855-634-6829

주 7일 | 오전 7시-오후 10시

메릴랜드주 보건부(Maryland Department of Health, MDH)는 메릴랜드주 GoVAX COVID-19 백신 접종
지원 센터를 열어 COVID-19 백신 접종 예약을 받고 인터넷 액세스를 하지 못하는 메릴랜드주 주민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메릴랜드주 대량 백신 접종소에서 예약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최초 녹음 메시지
를 듣게 됩니다. 통화자는 원하는 안내에 도달하기 위해 일련의 지시를 따르시면 됩니다.
통화자가 다섯자리 ZIP 코드를 입력한 후에 문자 메시지를 받을지 실제 지원 상담원과 통화를 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자 메시지 및 데이터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원과 통화를 원하는 통화자께서
는 안내 받은 메뉴를 통해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백신 접종 자격 판단

•

COVID-19 검사소 위치 안내(5자리 ZIP 코드 사용)

•

대량 백신 접종소에서 받는 일차 및 이차 백신 접종을 위한 일정 예약 및 예약에 대한 확인

•

가까운 백신 접종 제공자를 찾기 위한 도움 받기

•

COVID-19 백신에 대한 정보 얻기

•

COVID-19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

실제 지원 상담원은 음성 또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언제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상담원은 영어와 스페
인어로 응대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메릴랜드주 주민은 covidlink.maryland.gov를 방문하여 챗봇을 이용하거나 상담
원에게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는 또한 coronavirus.maryland.gov/pages/
vaccine를 방문하여 가장 가까운 백신 접종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하는 사항
•

메릴랜드주의 백신 접종 우선 대상자 그룹에 본인이 속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예약 일시와 장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

이차 접종은 일차 접종이 이루어질 때 정해지게 됩니다

•

접종 예약 시간보다 15분 이상 일찍 도착하지 마십시오

•

접종일 당일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십시오(보험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백신 접종 대상임을 서약하는 진술서에 서명하시게 됩니다. 그때 본인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시 예상되는 일
•

마스크를 착용하고 차 안에 머물면서 신분증과 예약 번호 또는 QR 코드를 제시할 준비를 하십시오

•

접종 받을 COVID-19 백신에 대한 안내 자료를 검토하십시오

•

접종을 받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받기 위해 15-30분 동안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

COVID-19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접종 일자 및 장소를 확인해 주는 백신 접종 카드를 안전하게 보관하십
시오. 이차 접종 예약을 위해 해당 카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을 대비해 카드의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메릴랜드 대량 백신 접종소
백신 접종은 예약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없이 직접 방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Six Flags
날짜: 2021년 2월 5일
위치: 13710 Central Avenue, Upper Marlboro, MD 20721
월요일-일요일, 오전 8시 - 오후 4시
예약 등록은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massvax.maryland.gov

Baltimore Convention Center
날짜: 2021년 2월 5일
위치: 1 West Pratt Street, Baltimore, MD 21201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1시
토요일, 오후 1시–오후 3시
예약 등록은 웹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 www.umms.org/BCCvaccine.

M&T Bank Stadium
날짜: 2021년 2월 25일
위치: 1101 Russell Street, Baltimore, MD 21230
월요일-일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예약 등록은 웹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 www.umms.org/StadiumVax
898-211번에 ‘MdReady’라고 문자를 보내 백신 접종소에 대한 예약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량 백신 접종소가 아닌 COVID-19 백신 접종 제공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이차 접종 모두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백신 접종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차 접종을 받고 장소를 떠나
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이차 접종 예약을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또는 어떻게 이차 접종 예약을 할 수 있
는지 숙지한 상태여야 합니다. 백신 접종소를 확인하려면 coronavirus.maryland.gov/pages/vaccine을

방문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