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정보 확인 방법 

방문: COVIDVaccineWA.org 또는 DOH.WA.GOV/Coronavirus 

전화: 1-800-525-0127번으로 전화 후 # 버튼을 누르세요. 통역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자택 기반 COVID-19 백신 접종 및 부스터샷 접종으로 접근성 및 건강 형평성 개선 

워싱턴주 주민의 약 30%가 COVID-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할 경우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심각한 질병과 사망의 가능성을 줄이고 바이러스와 관련된 입원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OVID-19의 새로운 변종에 대해서도 면역 반응을 유지하려면 초기 백신 시리즈와 부스터샷 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현재 부스터샷에 대한 권장 사항은 다음 차트의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 시리즈 접종을 

완료한 백신  

부스터샷 접종 허용 

연령 

마지막 주요 

접종(해당되는 경우 

추가 접종 포함) 시점과 

부스터샷 접종 시점 

사이의 간격 

접종 횟수 

Pfizer-BioNTech 12세 이상 5개월 이상 1 

Moderna 

 

18세 이상 5개월 이상 1 

Janssen 18세 이상  2개월 이상 1 

본인은 물론,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일조해 주십시오.  외출하기가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방문을 받는 등 여러 모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역사회 

전파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한 바이러스 노출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외출을 할 수 없지만 COVID-19 백신 또는 부스터샷 접종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다음 옵션 중 한 가지를 통해 지금 바로 접종을 요청하십시오.  

• 지역 보건 관할 구역에 전화하여 홈바운드 백신 접종 서비스를 받습니다. 

• COVID-19 지원 핫라인으로 전화하여 홈바운드 백신 접종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1-800-525-0127번 

또는 1-888-856-5816번으로 전화하여 #을 누르십시오.  통역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 아래 링크된 온라인 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홈바운드 백신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선할 수 있는 

카운티 및/또는 주 이동 백신 접종 팀과 연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Department of Health(DOH, 보건부) 자택 기반 백신 접종 요청 설문조사 링크: 

https://redcap.link/WA_HomeBasedVax(영어)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covid.vaccine@doh.wa.gov)로 문의하십시오. 

프로그램 이력 

Department of Health(DOH, 보건부)는 2021년 3월에 홈바운드 백신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DOH 자택 기반 백신 접종 요청 설문조사(영어)는 워싱턴주 전역의 39개 카운티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 백신 접종 기관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요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바운드 백신 접종 서비스는 COVID-19 

지원 핫라인(1-800-525-0127번 또는 1-888-856-5816번)에 전화하여 다른 언어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언어 지원을 받으려면 #을 누르십시오.  

 

https://redcap.link/WA_HomeBasedVax
mailto:covid.vaccine@doh.wa.gov
https://redcap.link/WA_HomeBasedV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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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를 다른 형식으로 요청하려면 1-800-525-0127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또는 난청 

장애인 고객의 경우, 전화 711(Washington Relay) 또는 이메일(civil.rights@doh.wa.gov)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형평성 개선  

홈바운드 백신 접종 서비스는 주에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할 수 있는 지역에 COVID-19 백신 접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서비스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건강 형평성 및 COVID-19 

백신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 집에서 외출을 하거나, 줄을 서거나, 도보로 전혀 이동할 수가 없는 사람  

• 신체적 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   

• 접근성을 제한하는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 

홈바운드 백신 접종은 주에서 '백신 사막지대'이라고 알려진 지역들의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백신 사막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백신 접종처가 전혀 없음 

•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전혀 없음 

• 해당되는 지리적 영역과 현재 거주 인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자가 거의 없음  

이러한 지역들에서는 일반인들을 위한 백신 접종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홈바운드 백신 접종 서비스는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외딴 지역에 거주할 때 빈번히 

발생하는 접근성 문제를 해소합니다. 

이동 백신 접종 서비스는 자택으로 직접 찾아가 주민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접종하여 백신 

접근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잠재적인 건강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사회적 

취약성 지수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 직접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주민이라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설문조사를 통해 백신 접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택에서 COVID-19 백신 외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이동 간호사 팀은 COVID-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독감 백신 및 

실험실 채혈과 같은 기타 잠재적인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동 팀 서비스는 COVID-19로 인한 사망 및 입원의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인구의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COVID-19 백신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설문지를 

작성해 주십시오.  

요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DOH는 매주 요청 양식을 취합한 뒤 거주자의 지역 보건 관할 구역으로 발송하여 지원 및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보건국 직원이 이동 백신 접종 팀에 연락할 것입니다. 지역 보건국 직원이 홈바운드 백신 

접종 일정을 조율할 수 없는 경우에는 DOH와 협력을 통해 지원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원격 언어 라인 지원을 통해 모든 번역 요구 사항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역 공중 보건 사무국이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DOH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 백신 접종 팀이 무료 자택 기반 COVID-19 

백신 접종 서비스 예약을 위해 요청인에게 연락드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