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edish Issaquah 편의시설

Swedish Issaquah Amenities (Korean)

Swed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Swedish 제공 서비스
Café 1910과 Starbucks

약국

Swedish 병원이 설립된 해를
명칭으로 한 Café 1910은 건강식을
최우선으로 하며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튀김 조리용구나
탄산음료 제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화덕 피자오븐, 웍 조리대,
멕시코식 그릴, 주문형 신선 샐러드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카페의 영업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6시 30분 - 오후 2시입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425-313-4222
번으로 전화하여 룸 서비스 메뉴를 주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병실로 식사가 배달되기도 하지만,
분위기 좋은 가족 대기실과 구내 만남의 장소에서
식사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Swedish Issaquah 약국은 외래환자 약 조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층에
있습니다. 이 약국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영업합니다. 처방약 조제나
약사 상담을 원하시면 425-313-5200번으로
전화하세요.

Starbucks의 영업시간은 월-금요일은 오전 6 시오후 7시, 토-일요일은 오전 7시-오후 4시입니다.
맛있는 식사 메뉴에서 좋아하는 커피 음료나
음식을 고르세요. Café 1910과 Starbucks는 1층
중앙 로비에 있습니다.

현금 인출기
1층 Starbucks 뒤편 복도, 자판기 옆에 현금
인출기가 있습니다.

정신적 치유
상점 건너편 1층에 있는 구내 예배실에서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들은 영적 치유를 위한 목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요청을 하시려면,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425-313-7750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정오 이후로는, 교환전화,
425-313-4000번으로 전화하여 당직목사 호출을
요청하세요.

미술 소장품
Swedish Issaquah는 115명 이상의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를 하고 있으며, 모든 작품이 우리
병원의 치유환경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이 미술 소장품은 병원 측에서 환자와
방문자와 직원들을 위해 인간미 있는 풍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며, 일부는 기증을 받았습니다. 미술품
전시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미술 치료입니다.

Swedish 상점들
Swedish Issaquah 캠퍼스 중앙에 위치한 Swedish 상점들은 세련된 환경에서 우수한 건강 제품들과
독특한 선물,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일상복과
운동복, 서적, 흥미로운
선물 및 바디케어 제품을
쇼핑하세요.

독특한 선물용품과 신생아
필수품, 임신부터 출산까지
임산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아름답고 독특한 홈 장식품, 잠옷, 기본적인 의류,
선물용품, 보석류, 꽃 쇼핑을 수유복과 실내복, 그리고
즐기세요.
유방 수술 후 착용복과
암 치료자들을 위한 기타
액세서리 등을 제공합니다.

시내 주변: 가까운 숙박시설
시외 거주 방문자들이 숙박할 수 있는 Swedish Issaquah 근처 호텔과 모텔 안내:
*Hilton Garden Inn
1800 N.W. Gilman Ave.
Issaquah WA 98027
425-837-3600

*Holiday Inn
1801 12th Ave. N.W.
Issaquah WA 98027
425-392-6421

Motel 6
1885 15th Place N.W.
Issaquah WA 98027
425-392-8405

*Swedish 메디컬 센터 할인을 이용할 수 있고, 방문자들은 병원까지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Grand Ridge Plaza 및 Issaquah 음식점
근처 음식점:
Agave Cocina (멕시칸)
1048 N.E. Park Dr.
Issaquah, WA 98029
425-369-8900
Tutta Bella Pizzeria
715 N.W. Gilman Blvd.
Issaquah, WA 98027
425-391-6838
Sip Wine Bar
1084 N.E. Park Dr.
Issaquah, WA 98029
425-369-1181

Similan Thai
5704 E. Lake Sammamish
Pkwy. S.E., Ste. 100
Issaquah, WA 98029
425-677-8159
The RAM Brewery
965 N.E. Park Drive
Issaquah, WA 98029
425-313-0415
Café Ladro
1200 10th Ave. N.E.
Issaquah, WA 98029
425-391-9300

Potbelly’s Sandwiches
755 N.W. Gilman Blvd.
Issaquah, WA 98027
425-394-5265
Aji Sushi & Grill
1052 N.E. Park Dr.
Issaquah, WA 98029
425-369-8445
Ben & Jerrys
1011 N.E. High St.
Issaquah, WA 98029
425-391-6455

배달 가능한 음식점:
Jimmy John’s Gourmet
Sandwiches
1567 Highlands Drive N.E.
Issaquah, WA 98029
425-391-2249
Amante Pizza & Pasta
131 Front St. North
Issaquah, WA 98027
425-313-9600

Zeek’s Pizza
2525 N.E. Park Dr.
Issaquah, WA 98029
425-893-8646
Round Table Pizza
730 N.W. Gilman Blvd.
Issaquah, WA 98027
425-391-7117

Flying Pizza
30 Front St. S.
Issaquah WA 98027
425-391-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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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서비스 위치
1층

A 안내 데스크 .............................................................................................................................................. 중앙 로비
B Café 1910과 현금 인출기...........................................................................................................................중앙 로비
C Starbucks

중앙 로비

Swedish 상점................................................................................................................................................중앙 로비
			

• Lily & Pearl • Be Well • Flex Space • Comfort & Joy • Perfect Fit

E 약국

..................................................................................................................................................중앙 로비

F Swedish 암 연구소.......................................................................................................................................중앙 로비
G 응급실

동쪽 주차장 입구

H 영상 센터 캐스캐이드 병동
• CT • 핵의학 • 방사선 • MRI • Pet CT • 여성 영상촬영

			

I 수술 및 중재치료.................................................................................................................................. 올림픽 병동
			 • 수술 수속 및 대기 • Cath/IR 스위트 • 회복실• 수술 전/수술 후 • 내시경/기관지경 검사실 • 수술실

J 영적 예배 중앙 로비
		

2층

K 교육 및 회의 센터........................................................................................................................................... 2020호
L 진료실............................................................................................................................................................... 2030호

			 • 당뇨 교육

• Overlake 산부인과

• 조산 의료진

• Swedish 산부인과

M 진통 분만 캐스캐이드 병동
N 병실 2100 - 2299호......................................................................................................................... 캐스캐이드 병동
N 2급 조산원(올림픽 병동을 통해 출입)....................................................................................... 캐스캐이드 병동
O 병실 2300 - 2499호................................................................................................................................. 올림픽 병동

3층

P 검사 및 치료 센터............................................................................................................................................ 3010호

			 • 외래 주입 센터 • Issaquah 영양 클리닉 • 입원 전 준비 • 항혈액응고/빈혈 클리닉 • 신경병진단 검사
			 • 폐기능 검사 • 심장 핵의학 • 비침습 심장 진단 • 혈관 검사 • 내시경 검사 센터

Q 특수 치료 3020호
			
			
			
			

• 골밀도(DXA) 검사 • Swedish 골 건강 • Swedish 조산 및 여성 건강 • Minor & James 족부의학 • 골다공증
• Health - Issaquah • Minor & James 호흡기 내과 • Swedish 대장항문과 • Swedish 흉부외과 • 퍼시픽 부인과
• Swedish 위장 내과 • Swedish 혈관 외과 • 종합병원 심장학과 • Swedish 두경부 외과
• 워싱턴 수부 외과 • Radia 혈관 및 중재술 • Swedish 심장 및 혈관 • 정관 절제 센터 • 의료진

R 병실 3100 – 3299호........................................................................................................................ 캐스캐이드 병동
R Swedish 수면의학........................................................................................................................... 캐스캐이드 병동
R Swedish 비만 관리 서비스............................................................................................................ 캐스캐이드 병동
S 병실 3300 – 3499호 – 집중치료실/원격 진료 ................................................................................... 올림픽 병동

4층

T 통증 센터 및 재활 치료.................................................................................................................................. 4010호

			 • 통증 센터 • 물리치료 • 작업치료 • 언어 병리학

U 특수 치료 4020호
			 • 알러지 및 면역학 • 종합병원 성형외과 • Swedish 물리의학/통증 • Issaquah의 발목 및 발 전문의 • ProOrtho
		
• Swedish 척추, 스포츠 & 근골격 의학 • Swedish 행동 건강 • Minor & James 신경과 • Swedish 신경내과
			
• Swedish 외과 전문의 • Minor & James 비뇨기과 • Swedish 신경과 • 워싱턴 비뇨기과 협회
		• 정형외과 의사 협회 • Swedish 신경외과

V 병실 4100 – 4299호........................................................................................................................ 캐스캐이드 병동
W 행정실.................................................................................................................................................... 올림픽 병동

5층

X 외래 검사실...................................................................................................................................................... 5010호
Y Swedish 1차 진료.............................................................................................................................................. 5010호
Z 특수 치료 5010호

			 • 직원 건강 및 전염병학 • 피부암 클리닉(피부과) • Swedish 이비인후과(ENT) • Northwest 귀 진료
			
• Swedish 청각학 • Swedish 소아과 특수 치료 • NorthWest 선천성 심장 치료 • Swedish 내분비학
			 • 눈 연구소 – 안과학

Swedish 메디컬 센터 Issaquah 캠퍼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새 병원을 짓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Swedish
Issaquah는 외형만 새롭게 단장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철학으로 변모하여
이스트사이드 주민들에게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첨단 기술, 친환경적 설계와 새로운 병원 기반시설을 갖추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위치
751 N.E Blakely Drive | Issaquah, WA 98029 | 전화: 425-313-4000 | www.swedish.org/issaqu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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