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와 제휴한 백신 접종소들의 접근성
2021 년 4 월 1 일 업데이트 됨
이러한 접종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예약 방법에 대해서는, kingcounty.gov/vaccine 을 방문하거나 워싱턴주
COVID-19 지원 핫라인: 1-800-525-0127 또는 1-888-856-5816 (이후 # 누름)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십시오.
월요일: 오전 6 시-오후 10 시, 화요일– 일요일: 오전 6 시-오후 6 시. 언어 지원을 위해, 연결되었을 때 선호하는
언어를 말씀하십시오.

Auburn 접종소
•

•
•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 장애인법) 및 휠체어 이용 가능. 장애인을 위한 이동 지원은

고객이 자동차에서 시설까지 오거나 필요한 경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착 시,
주차 요원에게 이동 지원이 필요한지 알려 주십시오
접종소에서 ASL (American Sign Language, 미국 수화) 및 언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점자 통역이 필요한 경우, 시애틀 청각/시각 장애인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http://seattledbsc.org
(영문 전용)

Kent 접종소
•

•

•

ADA 및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음. 장애인을 위한 이동 지원은 필요한 경우 고객이 자동차에서 시설까지
들어오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착 시 주차 요원에게 이동 지원이 필요한지 알려
주십시오.
접종소에서 ASL 및 언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점자 통역이 필요한 경우, 시애틀 청각/시각 장애인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http://seattledbsc.org
(영문 전용)

Renton 접종소
•
•

•

모든 백신 진료소들은 ADA 접근이 가능하며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착하시면, 수화 또는 음성 언어 통역 서비스를 위해 비디오 원격 통역(VRI)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자 통역이 필요한 경우, 시애틀 청각/시각 장애인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http://seattledbsc.org
(영문 전용)

Redmond 접종소
•
•
•
•
•

•

예약을 위해 레드몬드 접종소에 전화할 때, 언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종소는 ADA 접근이 가능하며 직원은 귀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청 시 휠체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진료소 입구로 안내하는 엘리베이터까지 짧은 거리를 이동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입구에서 바로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도착하시면 200 개 이상의 언어로 의료 전화 및 온라인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면으로
스페인어, 중국어, 힌디어 및 ASL 의료통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다양한 언어로 인쇄된 자료 및 표지판이 현장에서 제공됩니다.
점자 통역이 필요한 경우, 시애틀 청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http://seattledbsc.org (영문 전용)

Rainier Beach & West Seattle 접종소
•
•
•

1

도착 시, 두 접종소 모두 해당 백신 접종 구역으로 들어가는 ADA 램프(경사로)가 있습니다
차에서 내릴 수 없는 경우, 직원이 등록하여 차에 있는 동안 백신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접종소에서 Language Line(언어 라인) 언어 통역 및 ASL 비디오 통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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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자 통역이 필요한 경우, 시애틀 청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http://seattledbsc.org (영문 전용)

Lumen Field 접종소, 시애틀
•
•

Lumen Field Event Center 의 모든 출입구는 ADA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로 오시는 경우 주요 Accessibility(휠체어 접근성)/ADA 출입구는 330 S Royal Brougham Way 에
위치한 Lumen Field Event Center Parking Garage 에서 가장 가까운 출입구입니다.

•

•
•

시설 내에서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Line A’ 라고 표시된 라인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지원이 제공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200 개 이상의 언어로 언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Line B’ 라고 표시된 줄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언어 지원이 제공될 것입니다.
점자 통역이 필요한 경우, 시애틀 청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http://seattledbsc.org (영문 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