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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en Field 에 있는 시의 커뮤니티백신 

접종소에서 백신 접종을 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방문이 최대한 원활하고 안전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귀하의 방문에 앞서 “가기 전에 

알아 두세요”("Know Before You Go") 정보를 

검토하여 무엇을 지참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및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백신 접종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요청하려면, 

City of Seattle Customer Service 

Bureau(시애틀 시 고객 서비스국)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6) 684-2489 또는 (206) 684-

CITY 로 전화하십시오. 언어 지원 서비스는 

전화로 가능하며 백신 접종소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예약 전 확인사항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

은 경우, 예약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 발열, 인후통 또는 기침을 포함한  
COVID19 유사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

니다: 또는, 

• COVID-19 확진자와 접촉했습니다.  

 

예약에 지참해야 할 것들  

• 사진이 있는 신분증, (있는 경우)  

• 마스크 또는 얼굴 가리개  

• 팔 위쪽에 백신을 투여하기 위해 짧은 

소매 또는 소매를 걷어 올릴 수 
있거나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의복을 착용하십시오.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없더라도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참하지 말아야 할 것  

• 애완동물 (서비스 견 제외)  

• 친구들 및 가족.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시설이 없거나 도움이 필요
한 경우, 자녀를 

동반하거나 도움을 줄 사람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예약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만 제공됩니다.  

• 큰 가방 또는 배낭  

도착 시간   

가능한 한 예약시간에 가깝게 도착하십시오. 

예약시간보다 일찍 도착해도 백신 

접종 예약시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차 장소  

Lumen Field Event Center Parking Garage, 

330 S Royal Brougham Way 에서 무료주차가 

가능합니다.차고는 Royal Brougham Way 

South 를 따라 있으며 T-Mobile Park(티모빌 

파크)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약 장소   

귀하의 예약은 Lumen Field 에 있는 시의 

커뮤니티 백신 접종소에서 이루어집니다.  

• 차량으로 도착하는 경우, Lumen Field 

Event Center Parking Garage, 330 S 

Royal Brougham Way 에 주차한 후, 

장소 안내 방향 표지판을 

따라가십시오.  

•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도착하는 경우, 

Royal Brougham Way South 

와 Occidental Avenue 

가기 전에 알아 두세요  

(Know Before You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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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의 교차 지점 근처에 

있는 커뮤니티 백신 접종소 정문을 이

용하십시오.  

• 모든 출입구는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 장애인법) 기준 

접근이 가능하며, 주 Accessibility 

(휠체어)/ADA 출입구는 Lumen Field 

Event Center Parking Garage 에서 

가장 가까운 출입구입니다. 

도착 시 진행 과정 

접종소에 도착하면, 모든 환자와 손님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예약 확인  

귀하의 예약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드리

기 위해 안내원들이 현장에 있을 것입

니다. 백신 접종 예약이 있는 사람만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남는 

백신은 없으며 예약 없이는 

접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얼굴 가리개나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마스크가 없으시면, 하나를 제공해드립

니다.  

3. 건강상태 관련 질문에 답변  

건강상태 관련 질문이 있는 표지판들이 

모든 출입구에 게시될 것이며, 귀하의 

빠른 검토가 요구됩니다. 귀하가 문제 

되는 증상이 없거나 COVID-19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없다는 구두 

확인을 받기 위해 안내원이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환자, 손님, 자원 

봉사자 및 현장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통역 서비스가 이용 가능할 

것입니다. 

4. 보안/가방 확인 통과  

입장이 거부되지 않도록 필수품만 지참

하고, 큰 가방이나 배낭은 지참하지 마

십시오.  

 

 

접종소 내부에서의 진행과정   

과정 1: 체크인 

환자는 체크인 및 백신 접종 라인으로 

들어가도록 안내됩니다. 이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 Line A로 표시된 라인으로 

들어가십시오. 언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Line B 로 표시된 라인으로 들어가십시오. 

모든 예약 과정 동안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약 확인서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있으시다면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보여줄 

준비를 하십시오. 확인서와 신분증의  

이름이 정해진 시간대에 예약된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과정 2: 백신 접종 

백신은 저희 의료 파트너 중 한 명이 

투여합니다. 백신 접종을 원하는 팔의 

소매를 걷어 주십시오. 반창고가 부착되고, 

요청 시에, 접종받는 백신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예약 확인 이메일에서 이와 

동일한 정보를 전자상으로 받게 됩니다. 

과정 3: 관찰 구역에서 휴식  

관찰 구역에 앉아 타이머를 15분으로 설

정합니다. 심각한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

다면 30분 동안 기다리십시오. 

과정 4: 2 차 접종 일정 알림 설정 

이번이 1 차 접종인 경우, 반드시 일정 

알림을 설정하여 2 차 접종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COVID-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필요한 백신 

접종 횟수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