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시와 Pliable가 운영하는 웨스트 시애틀 백신 접종소(West Seattle Vaccination Clinic)에 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방문이 최대한 원활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방문 전에 해당 정보를 검토하여 지참물, 위치 및 예상 사항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질문이 있거나 장애 편의 서비스를 요청하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시애틀시 고객 서비스국(Customer Service Bureau)에 (206) 684-2489로 

전화하십시오. 언어 서비스를 전화로 받을 수 있으며 백신 접종소에서도 제공됩니다.  

 

예약 참석 전  

자신과 타인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예약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 발열, 인후통 또는 기침을 포함한 COVID-19 유사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 또는 

• 지난 14일 이내에 COVID-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 

 

예약 지참물 

• 사진이 있는 신분증(있는 경우에 한하며, 요구되지는 않음).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없더라도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또는 안면 커버 

• 팔 위쪽에 백신을 투여하기 위해 반팔 또는 소매를 걷어 올릴 수 있거나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의복을 

착용하십시오. 

• 2차 접종 또는 부스터샷을 맞는 경우 백신 접종 증명. 백신 접종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2차 접종 또는 

부스터샷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된 지참물 

• 애완동물 (서비스 동물 제외)  

• 친구와 가족(백신 접종소 시설 내). 자녀를 맡길 보육 시설이 없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녀나 

도움을 제공할 사람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도착 시간 

웨스트 시애틀 백신 접종소는 대부분의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대부분의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 하며 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약을 하신 경우에는 최대한 예약 

시간에 맞춰 도착해 주세요. 백신은 소진되지 않으므로 백신 접종을 보장받기 위해 일찍 도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백신: 예상 사항  

 

 



 

 

해당 접종소로 가는 방법 

 웨스트 시애틀 백신 접종소(West Seattle Vaccination Clinic, 6400 Sylvan Way SW Seattle, WA 98126)에는 

제한된 수의 구내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접종소 근처에 무료 노상 주차가 가능합니다.  

 

웨스트 시애틀 백신 접종소는 킹카운티 메트로(King County Metro) 21번 및 128번 노선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1번 노선: 어느 방향에서 오든지, SW Morgan St에서 하차합니다. SW Morgan St를 따라 동쪽으로 

걷다가 Lanham Pl SW와 31st Ave SW의 교차로를 건넙니다. 웨스트 시애틀 백신 

접종소(Neighborhood House High Point) 입구가 귀하의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 128번 노선: 어느 방향에서 

오든지, Lanham Pl SW에서 

하차합니다. Lanham Pl SW와 31st 

Ave SW의 교차로를 건넙니다 – 

웨스트 시애틀 백신 

접종소(Neighborhood House 

High Point) 입구가 귀하의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Lyft 및 Hopelink Mobility(전화: 

425-943-6706)는 또한 모든 백신 

접종소를 오가는 무료 승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착 시 진행 과정  

1단계: 체크인 

귀하는 명확하게 표시된 백신 

접종 라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백신 접종 과정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전에 미리 등록한 경우, 시애틀 소방청(Seattle Fire Department, SFD) 팀원이 귀하의 예약 확인 코드를 

요청하여 예약 확인을 도와드립니다. 확인 코드가 없으면, 직원이 이름과 생년월일을 요청할 것입니다. 

제공하는 이름은 해당 시간대에 예약된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있는 경우 준비하여 

제시해 주세요. 하지만 신분증 지참이 필수는 아닙니다.  

 

예약하지 않은 경우 시애틀 소방청(SFD) 팀원이 귀하의 개인 정보 및 연락처 정보를 확인합니다. 또한 몇 가지 

필수 건강 검진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약 3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https://www.lyft.com/vaccine-access
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id=vswqIaIIB0yYetOGuOxVvdh3izCXfShDpWS343T4Q-tUOUZBTFhUVkQxNlVPMVRVQ1BERkoyQ0FMVyQlQCN0PWcu
tel:425-943-6706


 

 

 

2단계: 백신 접종 받기  

귀하의 백신은 Pliable의 의료 종사자가 투여합니다. 백신 접종을 원하는 팔의 소매를 걷어 올리십시오. 밴드를 

받은 후 투여된 백신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약 1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3단계: 관찰 구역에서 휴식   

1차 또는 2차 접종을 받는 경우 관찰 구역(Observation Area)에 착석하고 타이머를 15분으로 설정하십시오. 

이전에 백신 접종에 대한 심각한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30분을 기다려 주십시오. 의료 종사자가 가까운 

몇 피트 거리에 있어 귀하에게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요구 사항을 돕거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15분 

후에는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과정은 약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부스터샷을 받는 경우에는 관찰 구역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백신 접종 후 즉시 귀가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백신을 접종 받으셨습니다!     

모더나(Moderna) 또는 화이자(Pfizer) 백신의 1차 접종을 받는 경우, 2차 접종을 잊지 않도록 일정에 예약을 

표시해 두십시오. 백신 접종을 축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