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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여백신이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경우 포장된 1개 백신 당 10명 접종 가능 

•1개 바이알을 개봉한 경우, 최대 6시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함  

•예약 부도 발생 등으로 기한 내에 사용 못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 처리

예방접종 예약자가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남는 백신이 발생하는데 이를 잔여백신이라고 합니다. 



2. 잔여백신, 안전한가요?

접종 가능한 잔여 백신량 정보만을  
질병관리청을 통해 카카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유통기한 확인 후  

 접종 가능한 백신 수량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카카오에 전달됩니다.



코로나19 잔여백신의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예약 후 미접종된 백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예약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 # > 잔여백신 탭 서비스를 통해 내 주변 접종기관의 실시간 잔여백신 수량을 확인하고 접종을 예약해 보세요. 

3. 잔여백신 예약·알림 서비스란?

카카오톡 샾(#) > 잔여백신 탭에서 
내 주변 잔여백신을 조회하고

바로 방문 가능한  
접종기관으로 예약하세요.

방문을 원하는 접종기관에 잔여백신이  
없을 경우 알림신청도 가능해요.

예약·알림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알림을 해제할 수 있어요.



잔여백신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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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잔여백신 예약·알림 서비스 이용 방법

1. 잔여백신 탭 진입

•모바일 카카오톡을 실행하여 샾(#) 탭 진입 후 [잔여백신] 탭으로 이동하세요. 

•잔여백신 당일예약 서비스는 모바일 카카오톡 9.2.0 버전 이상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2. 잔여백신 조회하기 팝업

•잔여백신 예약 안내 사항을 확인 후 [잔여백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3. 잔여백신 확인

• [현위치] 버튼(위치정보 이용 동의 필요) 또는 [검색] 버튼을 눌러 내 주변 잔여백신을 

조회하거나 특정 장소 주변에 있는 잔여백신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목록보기] 클릭 시 접종기관을 목록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잔여백신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실시간 정보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잔여백신 수량은 각각 구간별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1~3 4~6 7+1개 이상 ~  3개 이하 4개 이상 ~  6개 이하 7개 이상

내 주변 또는 특정 장소를 검색하여 잔여백신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잔여백신 예약·알림 서비스 이용 방법

2. 약관동의 및 본인확인

•예약·알림 서비스는 본인에 한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약관동의 및 본인확인 절차가 

필수이며, 카카오 인증서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카카오 인증서가 없을 경우 (재)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예약완료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완료 화면에서 신청/접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접종기관 방문이 곤란해진 경우, 해당 접종기관에 전화하여 

예약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잔여백신 탭 내에서는 예약취소 불가) 

•만약 예약 취소를 하지 않고 접종기관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그 대상자는 잔여백신 

당일 예약이 불가능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종기관 예약안내 페이지

•지도에서 잔여백신이 있는 접종기관을 선택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접종기관 정보 및 유의사항 확인 후 [당일예약] 버튼을 눌러 예약을 진행해 주세요.

1 3

4. 예약완료 메시지 수신

•예약이 완료된 경우, 카카오톡 지갑 채널로 예약완료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4

잔여백신이 있는 접종기관일 경우, 당일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잔여백신 당일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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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잔여백신 예약·알림 서비스 이용 방법

1. 접종기관 예약안내 페이지

•지도에서 잔여백신이 없는 접종기관을 선택했을 경우,  

접종기관 상세에서 잔여백신 수량이           으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 접종 예약이 불가하며 [알림신청]만 가능합니다.  

•알림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p 를 참고해 주세요. ☞ 바로가기

▲ 잔여수량 없을 경우, 알림신청만 가능

⚠ 백신 잔여수량이 없을 경우에는 알림 신청만 가능합니다.

잔여백신 당일예약



4. 잔여백신 예약·알림 서비스 이용 방법

1) 예약신청 중 잔여백신이 선착순 마감된 경우 2) 예약 가능 대상자가 아닌 경우 3) 예약내역이 있거나 이미 접종을 한 경우

⚠ 아래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 접종 예약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잔여백신 당일예약



4. 잔여백신 예약·알림 서비스 이용 방법

알림 신청하기

1 3

2. 접종기관 예약안내 페이지

• [알림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알림 신청이 완료 되며, 해당 의료기관에 잔여

백신 발생 시 카카오톡 지갑 채널을 통해 알림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3. 알림 신청 완료

•알림을 해제하고 싶으실 경우 잔여백신 탭 > 신청내역 > 

접종기관 알림신청에서 접종기관별 해제가 가능합니다. 

1. 접종기관 선택

•잔여백신은 없지만 추후 잔여백신 발생 시 방문 희망하는 접종기관이 있

을 경우 아이콘을 클릭하여 접종기관 상세에서 알림신청을 해 주세요. 

•최대 5개의 접종기관에 알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방문 희망하는 접종기관에 잔여백신 발생 알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4. 잔여백신 예약·알림 서비스 이용 방법

1. 카카오톡 지갑 채널로 알림 수신 2. 메시지 내 [당일예약] 클릭 3. 주의사항 확인 후 예약 진행 4. 예약 완료

잔여백신 발생 안내

알림을 통한 잔여백신 당일예약
잔여백신 발생 알림을 통해 당일 예약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잔여백신 예약·알림 서비스 이용 방법

2. 예약 신청내역 
•접종 예약 신청을 한 내역이 있을 경우 상단에 예약정보가 표시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접종기관 방문이 곤란해진 경우, 해당 접종기관에 전화하여 예약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잔여백신 탭 내에서는 예약취소가 불가합니다) 

•만약 예약 취소를 하지 않고 접종기관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그 대상자는 잔여백신 당일 

예약이 불가능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 신청내역

•지도에서 신청내역을 클릭하면 예약 및 알림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2

3. 알림 신청내역 
•알림신청을 한 내역이 있을 경우 하단에 알림신청 정보가 표시됩니다. 

•알림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을 경우 [해제] 버튼을 눌러 해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3

알림을 해제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예약·알림 신청내역 조회 및 알림 해제
예약·알림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알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잔여백신 예약·알림 서비스 이용 방법

2. 접종기관 선택
•지도에서 접종기관을 선택하면 하단에 잔여백신 수량 및 해당 장소에 대한 요약정보가 표시됩니다.

1. 카카오맵 지도 화면

•접종기관별 잔여백신 현황은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카카오맵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약은 카카오톡에서만 가능) 

•카카오맵 모바일앱 최신 버전(iOS 4.22.3 / 안드로이드 : 1.22.2)에서 실시간 잔여백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접종기관 상세 페이지
•접종기관에 대한 자세한 장소 정보와 백신 잔여수량 정보가 함께 제공됩니다. 

• [잔여백신 실시간 예약하기·알림신청]을 누르면 카카오톡으로 연결되어 잔여백신 예약·알림 신청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맵에서 잔여백신 조회하기
카카오맵 앱에서도 잔여백신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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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