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터샷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COVID-19 백신은 COVID-19에 의한 심각한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COVID-19 델타(Delta) 및 오미크론(Omicron) 변이가
확산됨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의 보호를 위해 이제 COVID-19

백신의 부스터샷을 접종 받아야 합니다.

What
is a booster무엇인가요?
shot?
부스터샷이란
부스터는 백신이 제공하는 보호의 강도와 지속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백신 접종입니다. 50세 이상의 성인들과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부스터샷을 맞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부스터샷은 무료입니다.

누가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나요?
5세 이상이면 누구나 부스터샷을 맞아야 합니다.

부스터샷은 언제 맞아야 하나요?
5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완전한 보호를 위해 부스터샷을 접종받아야 합니다.
• Pfizer 또는 Moderna의 두 번째 접종 후 5개월 뒤 (참고: 면역이 저하된
사람은 더 많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시리즈의 마지막 접종 후
3개월 뒤에 부스터샷 접종을 받으십시오.)
• 얀센(J&J) 백신을 맞은 경우, 초기 백신 접종 후 2개월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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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류의 부스터샷을 접종 받아야 하나요?
부스터 샷은 먼저 접종 받은 백신과 같은 종류의 백신을 맞거나 다른 백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얀센 백신을 접종 받은 후에 모더나 또는
화이자 부스터샷을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얀센 백신은, 특히 50세 미만 여성의 경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심각한
혈액 응고 장애의 위험이 있습니다.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은 이러한 위험이
없으며, 초기 및 부스터 백신 접종을 위해 얀센 백신보다 권장됩니다.

부스터샷은 어디에서 접종 받을 수 있나요?
귀하의 담당 의사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화하여 부스터샷 접종 예약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워싱턴 주의 COVID-19 백신 예약 일정을 사용하여 가까운 백신 접종소를 찾으십시오:
https://vaccinelocator.doh.wa.gov.
킹 카운티 백신 접종소를 방문하십시오. 현재 모든 킹 카운티 백신 접종소에서
예약 없이 부스터샷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약 필요 없음).
접종소 목록은 kingcounty.gov/vaccine/korean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고 COVID-19 백신 부스터샷을 받기 위해 편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206477-3977로 전화하거나 publichealthaccommodations@kingcounty.gov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어떤 추가 지원이 이용 가능합니까?
교통수단
백신 접종 예약 장소까지 교통편이 필요한 경우, bit.ly/vaxride(영어 전용 웹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425-943-6706(월요일~금요일, 오전 8:30~오후 4:00)으로 전화하십시오.
통역은 5번을 누르십시오.
가정 방문 백신 접종
가정 방문 백신 접종 예약을 요청하려면, 킹 카운티 COVID-19 콜 센터(206-4773977, 오전 8:00~오후 7:00)에 전화하십시오. 통역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백신과 부스터샷에 대한 더 많은 정보: kingcounty.gov/covid/vaccine/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