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백신 자원 정보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 (HCA) 백신 접종 사이트 (Point of Dispensing 사이트 또는 POD 라고 함) 외에도 사람들이 COVID-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있는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백신 접종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COVID-19 백신 접종을 받는 방법
COVID-19 백신 제공자

예약 세부 정보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

백신 접종은 오렌지 카운티 전역의 POD 에서 시행되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예약을 통해 백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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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을 수 있습니다. POD 는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이 지역 도시 및 소방 기관과 협력하여 주관합니다.
현재 Aliso Viejo 의 Soka 대학과 Anaheim 의 디즈니랜드 리조트 근처에서 차량 내 백신 접종을 위해,
미국 장애인법 (ADA)을 따르는 드라이브 스루 옵션을 제공합니다.
백신 접종 예약이 가능할 때 알림을 받으려면 www.Othena.com 웹 사이트에 등록하십시오.
컴퓨터나 인터넷이 되는 휴대기기가 없으신 분들은 OC COVID-19 핫라인 (714) 834-2000 으로
전화하여 도움을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COVID-19 백신 접종을받을 수있는 사람의 목록을 보려면
www.COVIDVaccineFacts.com 을 방문하여 “배포 계획”을 클릭하십시오.
2-1-1 로 전화하거나 www.211OC.org 를 방문하여 211 OC 에 연락하시면 교통과 같은 여러 지원을
제공하는 추가 지역 사회 자원에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부

자격이되는 경우 www.myturn.ca.gov 를 방문하여 주정부의 My Turn 시스템을 통해 백신 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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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COVID-19 핫라인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영어 및 스페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외에도 250 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되는 통역 서비스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예약 정보는 (833) 4224255 또는 833-4CA-4ALL (월-금 오전 8 시 – 오후 8 시, 토-일 오전 8 시 – 오후 5 시)으로 전화하십시오.

병원

MemorialCare Medical Group: (877) 696-3622 로 전화하거나 myChart 계정을 통해 예약하십시오.
UCI Health: 일반적인 접근성 정보 또는 장애 관련 편의를 요청하려면 covid19@uci.edu 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949) 824-9918 로 전화하십시오.
Hoag Hospital: www.HoagConnect.org/MyChart/signup 에서 등록하십시오.
Kaiser Permanente: www.myturn.ca.gov 에서 State ’s My Turn 을 통해 등록하시거나
(833) 574-2273 (TTY 711) 로 전화하십시오.
Providence: www.myturn.ca.gov 에서 State ’s My Turn 을 통해 등록하시거나 (877) 813-7312 로
전화하십시오.

약국

Albertsons, Pavilions, Safeway and Vons: www.mhealthappointments.com/covidappt
Costco Pharmacies: www.Costco.com/covid-vaccine.html
CVS: (800) 746-7287 로 전화하거나 www.cvs.com/immunizations/covid-19-vaccine 을
방문하십시오.
Health Mart Pharmacies: www.HealthMartCOVIDVacc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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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oger: www.Ralphs.com/rx/COVID-eligibility
Rite-Aid: (800) 748-3243 (청각 또는 언어 장애시 7-1-1)로 전화하시거나
https://www.riteaid.com/covid-19 를 방문하십시오.
Walgreens: (800) 925-4733 로 전화하시거나 www.Walgreens.com/schedulevaccine 을
방문하십시오.
Walmart: Visit www.Walmart.com/cp/1228302

OC HCA POD 사이트에서 COVID-19 예방 접종 예약을 준비하는 방법 :


개인은 오렌지 카운티 거주 또는 오렌지 카운티에서의 고용 증명이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백신 예약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참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접종 예약을 위해 오시는 경우, 첫 번째 접종 예약 당시에 받은 예방 접종 카드를 꼭 가지고 오십시오.



예방 접종 절차는 일반적으로 1 인당 45-60 분 정도 소요됩니다. 예약 시간보다 30 분 이상 일찍 도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채혈 또는 백신 접종으로 기절 한 적이있는 경우 임상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간이 침대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넘어지지 않도록
백신 접종을 누워계신 상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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