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iving Directions and Parking – Korean

환자 교육
환자와 가족 교육 서비스

운전 길안내와 주차
워싱턴대학 종합병원, 외과별관, 루스벨트
클리닉, 그리고, CHDD 에 오는 길안내
이 인쇄물은 운전 길안내,

워싱턴대학 종합병원과 외과별관

주변의 지도, 그리고 주차장

운전 길안내 (2 페이지의 지도를 참고하십시오)

정보를 제공합니다:

Interstate 5 에서부터:

 워싱턴대학 종합병원

 168B 번 출구 (Bellevue /Kirkland)로 나와서 520 번 국도로 가십시오.

(UWMC)

 520 번 국도의 첫번째 출구인 Montlake Boulevard N.E 로 나오십시오

 UWMC 외과별관

 좌회전해서 Montlake Boulevard 로 가신 다음 다리를 건너서 북진하십시오.

 UWMC 루즈벨트 클리닉

 신호등에서 좌회전해서 N.E. Pacific Street 으로 가십시오.

 인간 발달과 장애 센터
(CHDD)

 워싱턴대학 종합병원과 외과별관 주차장 길안내를 따라 가십시오.
동쪽에서 520 번 국도로 서향:

 Montlake Boulevard 출구로 나오십시오.
 Montlake Boulevard 에서 북쪽으로 가시다가 다리를 건너십시오.
 신호등에서 좌회전해서 N.E. Pacific Street 로 들어가십시오.
 아래에 있는 워싱턴대학 종합병원과 외과별관 주차장 길안내를
따르십시오.

UWMC 와 외과별관 주차장
UWMC 는 환자분과 그들의 방문객들을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제공하고
할인률에 의한 할인주차를 제공합니다. 주차권의 할인증은 가시는
클리닉에서나 부서에서 받으십시오.
 Triangle Parking Garage 는 대학병원 길 건너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N.E.
Pacific Street 에서 두번째의 "Patient Parking" 표지판을 따라 우회전
(북쪽)해서 N.E. Pacific Place 로 들어간 다음 곧바로 또 한번 우회전해서
Triangle Parking Garage 로 들어가십시오. 주차하신 다음, 보행자용의
터널을 사용하셔서 대학병원으로 걸어오십시오.
 Surgery Pavilion Parking Garage 는 대학병원 동쪽 끝 외과별관 지하에
있습니다. N.E. Pacific Street 에서 Emergency Department (응급치료과)
입구로 좌회전해서 들어가십시오. 응급치료과를 지나서 정지표시까지
가십시오. 표시를 따라 Surgery Pavilion Parking Garage 로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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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 주차장
Triangle 과 Surgery Pavilion 주차장은 휠체어
운반차를 위한 공간을 포함해서 장애자 주차장이
있습니다. 높이규제:
 Triangle 주차장: 6 피트, 8 인치
 Surgery Pavilion 주차장: 9 피트, 6 인치
장애자나 이동에 문제가 있어서 주차에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은 또한 대리주차 서비스 (아래의
정보를 보십시오)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휠체어과 에스코트 서비스 또한 병원정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리 주차
대리 주차는 주중에 오전 8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대학병원 정문 입구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주차장 요금과 똑 같습니다. 만일 영업시간
이후에 차를 찾게 되시면 트라이앵글 주차장
지불창구에 가셔서 열쇠를 찾으십시오.

UWMC, UWMC
루즈벨트 클리닉과,

UWMC Roosevelt Clinics (루즈벨트 클리닉)

Triangle 과 Surgery

운전 길안내(위의 지도 참조)

Pavilion 주차장의

Interstate 5 로부터:

지도

 N.E. 45th Street 출구 (169 번)으로 나오십시오. N.E. 45th Street 에서 동진
하십시오.
 우회전 해서 Roosevelt Way N.E.로 2 구역 내려가시면 4245 나 4225
Roosevelt Way N.E 에 건물이 있습니다.
Interstate 405 로부터:

 520 번 국도 (14 번 출구)로 나가셔서, 워싱턴 호수를 건너서 Interstate 5 를
향해서 서진 하십시오.
 Interstate 5 북행선으로 합류하십시오 (우측 차선에 계십시오). 첫번째 출구로
나오십시오.(N.E. 45th Street, 169 번 출구). N.E. 45th Street 를 동진하십시오.
 우회전 해서 (남진) Roosevelt Way N.E.로 가서 2 구역 내려가시면
4245 이나 4225 Roosevelt Way N.E 에 건물이 있습니다.

Roosevelt 주차장
 Roosevelt Way N.E 에 있는 클리닉 건물 둘 다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각
주차장은 입구 바로 앞에 “ P” 사인(주차장 약자)이 크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 P.” 라는 도장을 받을 수 있게 예약에 주차권을 갖고 오십시오. 차고에서
나가실 때 할인주차료를 지불하실 것입니다.
4245 루즈벨트 클리닉 방사선과에 예약이 있으신 분은 (CT, MRI, 초음파,
아니면 유방암검사) 전액 할인주차를 받으실 것입니다. (무료)

Page 3
환자와 가족 교육 서비스
운전길안내와 주차

CHDD 클리닉으로 갈 수 있는 S1 주차장의 동쪽 끝에 주차하십시오

CHDD
인간발달과 장애센타 (CHDD)는 워싱턴대학 종합병원 (UWMC) 뒷편, 워싱턴대학 캠퍼스 남쪽 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목: CHDD 근처에 여러가지 공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UWMC 는 클리닉 건물과 실험교육부
(EEU)를 향해서 남쪽 부분을 확장공사하고 있습니다. CHDD 클리닉과 EEU 의 건물의 앞쪽 Columbia
Road 는 2012 년까지 폐쇄됩니다.

운전 길안내
Interstate 5 로부터:

 N.E. 45th Street (169 번) 출구로 나오십시오.
 약 3/10 마일 정도 N.E. 45th Street 를 동진하십시오. Brooklyn Avenue N.E.로 우회전 하십시오.
 Brooklyn Avenue N.E.를 8 구역 정도 남진 (내려감) 하십시오. N.E. Boat Street (Columbia
Road)에서 좌회전 하십시오.
 방향과 주차권을 위해서 캠퍼스 주차 매표소 (6 번 게이트)에서 정차하십시오. $15 불을 현찰이나 크레딧
카드(비자나 매스터 카드 만)로 내시게 될 것입니다.
520 번 국도로부터 동진:

 520 번 국도로부터 동진하실 경우, Montlake Blvd. N.E. 출구로 나오십시오. Montlake Blvd. N.E.로 우회전
(북진) 해서 가다가 다리를 건너 가십시오.
 다리를 건너자마자 첫번째 신호등에서, N.E. Pacific Street 로 좌회전 (서진) 하십시오.
병원(좌측에)을 지나서 계속 가십시오.
 좌회전해서 15th Avenue N.E.로 가십시오.
 15th Avenue N.E.가 끝나는 곳에서, 좌측으로 구부러지는 길을 따라 가십시오. 길안내와 주차허가를
위해서 캠퍼스 주차 매표점 (6 번 게이트)에 정차하십시오. 현찰이나 크레딧카드 (비자나 매스터 카드만
됨)로 $15 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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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DD 주차장

질문사항?
Triangle 주차장
206-598-3460
주차료는 주중 오전 6 시부터
자정까지, 토요일은 오전
7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받습니다.

Surgery Pavilion
주차장
206-598-0892
주차료는 주중에 오전 6 시부터

$15 의 주차 허가표는 4 시간이나 그 이상의 주차비용 입니다. 방문이
4 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가실 때 매표점에 주차표를 보이시고
부분환불을 받으십시오.
UWMC 병원 뒤쪽, CHDD 건물 서편에 (아래 참조) 있는 S1 주차장에
한정된 주차가 가능 합니다. 차고는 주중에 오전 6 시부터 오후
10 시까지 운영합니다.
또한 Triangle 주차장이나 Surgery Pavilion 주차장 (1 과 2 페이지
참조)에 주차하실 수도 있습니다.
S1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차고 서쪽 끝에서 중간층으로 들어가십시오. 동쪽 끝까지 가셔서
“ CHDD” 라고 표시된 주차칸을 찾으십시오.

오후 10 시까지 받습니다.

 예약접수하실 때, 환자분이나 그 가족은 주차할인권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나가실 때 매표점에 할인권을 보이시고
부분환불을 받으십시오.

대리주차

장애자 주차

206-598-0177
주중에 오전 8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Roosevelt Parking

S1 주차장은 7 피트 5 이치의 높이규제가 있습니다.

S1 주차장에서 CHDD 로 가는 방법
S1 주차장은 상중하의 3 층으로 된 지하 주차장 입니다.

4225 차고: 206-545-9401

 공사기간에는 상층에 주차하지 마십시오.

4245 차고: 206-598-0426

 휠체어접근을 필요로 하시면 중층에 주차하십시오: 주차장 남서쪽
구석에 있는 표지판을 따라 가십시오. 걸어서 오실 경우에는 동쪽
출구로 나가서 CHDD 로 표지판을 따라 가십시오.

주중에 오전 8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대표 전화
206-598-3300

 차고의 하층에는 엘레베이터가 없습니다. 제일 아래층에
주차하셨으면 주차장의 동쪽 끝에 있는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Website
http://uwmedicine.washington.
edu/patient-care/locations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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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 Education
Patient and Family Education Services

Driving Directions
and Parking
For UWMC, Surgery Pavilion,
UWMC Roosevelt Clinics, and CHDD
This handout gives driving

UWMC and the Surgery Pavilion

directions, area maps, and

Driving Directions (see map on page 2)

parking information for:

From Interstate 5:

 University of Washington



Take Exit #168B (Bellevue /Kirkland) onto State Route 520.

Medical Center (UWMC)



Take the first exit off SR520 to Montlake Boulevard N.E.

 UWMC Surgery Pavilion



Turn left onto Montlake Blvd. and go north across the bridge.

 UWMC Roosevelt Clinics



At the traffic light, turn left onto N.E. Pacific Street.



Follow directions below for UWMC and Surgery Pavilion Parking.

 Center on Human
Development and
Disability (CHDD)

From the East on State Route 520, Westbound:



Take the Montlake Boulevard exit.



Go north on Montlake Blvd. and cross the bridge.



At the traffic light, turn left onto N.E. Pacific Street.



Follow directions below for UWMC and Surgery Pavilion Parking.

UWMC and Surgery Pavilion Parking
UWMC has underground parking and validated parking at a reduced rate
for patients and their visitors. Validate your parking ticket at your clinic or
unit.


The Triangle Parking Garage is across the street from the medical
center. From N.E. Pacific Street, turn right (north) at the second
"Patient Parking" sign onto N.E. Pacific Place, then make a quick right
turn into the Triangle Parking Garage. After parking, use the
pedestrian tunnel to walk to the medical center.



The Surgery Pavilion Parking Garage is under the Surgery Pavilion
at the east end of UWMC. From N.E. Pacific Street, turn into the
Emergency Department (ED) entrance. Drive past the ED to a stop
sign. Follow the signs to the Surgery Pavilion Parking Ga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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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y Parking
The Triangle and Surgery Pavilion Garages
have disability parking, including spaces for
wheelchair vans. Height restrictions are:


Triangle Garage: 6 feet, 8 inches



Surgery Pavilion Garage: 9 feet, 6 inches

Patients with disability or mobility parking
needs may also use the valet parking service
(see below). Wheelchairs and escort services
are also available at the main hospital entrance.
Valet Parking
Valet parking is available at the main entrance
of the medical center weekdays from 8 a.m. to
5 p.m. Fees are the same as the parking garage
fees. If you return for your car after hours,
please ask for your keys at the Triangle Garage
payment booth.
Area map showing
UWMC, UWMC
Roosevelt Clinics,
and the Triangle and
Surgery Pavilion
parking garages

UWMC Roosevelt Clinics
Driving Directions (see map above)
From Interstate 5:



Take the N.E. 45th Street exit (#169). Drive east on N.E. 45th Street.



Turn right (south) on Roosevelt Way N.E. and go 2 blocks to the
4245 or 4225 Roosevelt Way N.E. building.

From Interstate 405:



Take State Route 520 (Exit #14), west across Lake Washington to
Interstate 5.



Merge onto Interstate 5 northbound (stay in the right lane). Take the
first exit (N.E. 45th Street, exit #169). Drive east on N.E. 45th Street.



Turn right (south) on Roosevelt Way N.E. and go 2 blocks to the
clinics at 4245 or 4225 Roosevelt Way N.E.

Roosevelt Parking


Both clinic buildings on Roosevelt Way N.E. have an underground
parking garage. Each garage is marked with a large “P” sign (for
parking) just before the entrance.



Bring your parking ticket to your appointment to have it stamped with a
“P.” When you exit the garage, you will pay a reduced parking rate.
Patients who have appointments in Radiology (CT, MRI, ultrasound, or
mammography) at the 4245 Roosevelt Clinic will have their parking
fully validated (no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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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at the east end of the S1 Parking Garage for best access to the CHDD clinic

CHDD
The Center on Human Development and Disability (CHDD) is located just behind UWMC
at the south end of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campus.
Please note: Several construction projects are taking place near the CHDD. UWMC is
expanding south toward the Clinic Building and the Experimental Education Unit (EEU).
Columbia Road is closed in front of the CHDD Clinic building and EEU until 2012.
Driving Directions
From Interstate 5:



Take the N.E. 45th Street exit (#169).



Go east on N.E. 45th Street about 3/10 of a mile. Turn right onto Brooklyn Avenue N.E.



Go south (downhill) on Brooklyn Avenue N.E. for about 8 blocks. Turn left on
N.E. Boat Street (Columbia Road).



Stop at the campus parking gatehouse (Gate #6) for directions and a parking permit.
You will need to pay $15 cash or charge a credit card (VISA or MasterCard only).

From the East on SR 520:



From the east on State Route 520, take the Montlake Blvd. N.E. exit. Turn right (north)
onto Montlake Blvd. N.E. and cross the bridge.



At the first traffic light after the bridge, turn left (west) onto N.E. Pacific Street.
Drive past the hospital (on your left).



Turn left onto 15th Avenue N.E.



At the end of 15th Avenue N.E., follow the road as it swings left. Stop at the campus
parking gatehouse (Gate #6) for directions and a parking permit. You will need to pay
$15 cash or charge a credit card (VISA or MasterCard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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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DD Parking

Questions?
Triangle Parking Garage
206-598-3460
Pay for parking weekdays
from 6 a.m. to midnight,
Saturdays from 7 a.m. to
4 p.m.
Surgery Pavilion
Parking Garage
206-598-0892
Pay for parking weekdays
from 6 a.m. to 10 p.m.
Valet Parking
206-598-0177
Weekdays 8 a.m. to 5 p.m.

The $15 parking permit pays for 4 or more hours. If your visit lasts
less than 4 hours, show your ticket at the gatehouse as you leave
for a partial refund.
Limited parking is available in the S1 Parking Garage, located
behind UWMC, west of the CHDD building (see below). The
garage is open for pay parking weekdays from 6 a.m. to 10 p.m.
You may also park in either the Triangle Garage or Surgery
Pavilion Garage (see pages 1 and 2).
To Park in the S1 Parking Garage:



Enter the middle level at the west end of the garage. Drive to
the east end and look for parking stalls marked “CHDD.”



At appointment check-in, patients or their family members may
request a voucher for a discount on parking. Show this voucher
at the gatehouse when you leave the parking area for a partial
refund.

Disability Parking

Roosevelt Parking
4225 Garage: 206-545-9401
4245 Garage: 206-598-0426
Weekdays 8 a.m. to 5 p.m.

The S1 Parking Garage has a height restriction of 7 feet, 5 inches.

Main Hospital Phone
206-598-3300



During construction, do not park on the top level.



Park on the middle level if you need wheelchair access: Follow
the signs at the southeast corner of the garage. If you are
walking, go out the east exit and follow the signs to CHDD.



There is no elevator access from the bottom level of the
garage. Use the stairs on the east end of the garage if you park
on the bottom level.

Getting from S1 Parking Garage to the CHDD
S1 parking has 3 levels: top (street level), middle, and bottom.

Website
http://uwmedicine.washington.e
du/patient-care/locations/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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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Patient and Family
Education Services
Box 359420
1959 N.E. Pacific St. Seattle, WA 98195

© University of Washington Medical Center
03/2011
Reprints on Health Online: http://healthonline.washington.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