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FutureCare로 모든 환자와 가족에게 우수한
품질과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Overlake 의료
센터의 $2억 5,000만, 5년 캠퍼스 개선 프로젝트는 성장하는
Eastside 커뮤니티를 위한 투자입니다. 출산 서비스부터
수술, 행동 건강에 이르기까지 Overlake는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우수성을 위한 표준을 계속 수립해 갈 것입니다.
본 사업의 초석으로 면적 240,000평방피트의 신축 타워는
가족실 공간과 Overlake의 고도로 숙련된 의료인의 업무를
개선해 주는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보다 큰 개인 입원실을
제공합니다. 본 신축 타워는 중앙 홀 스타일과향상된 안내
표지판, 그리고 환자 체험을 고려한 캠퍼스를 새롭게 구성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FutureCare는 3단계의 건설 단계로 구성되며
완공은 2022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 경로(urbanto-trail ) 컨셉을 기반으로 설계된 본 디자인은 실내 공간으로
유입되는 자연 채광, 공원과 같은 안정된 느낌의 조경, 그리고
2블록 떨어진 Sound Transit Wilburton 역에서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는 보행자 친화적인 통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FutureCare 디자인은 커뮤니티 그룹, 환자 가족
자문 위원회, 병원 리더십 그룹, 문화 연구 조사, 의료진, 직원,
Bellevue 시 의회, 최초 응대자 및 이웃에 의한 비전 워크샵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Overlake가 1960년에 이 커뮤니티에
설립되었던 것처럼, 관대하며 협조적인 지역 지지자들은
FutureCare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 요소를 통해 캠퍼스
및 서비스 제안을 풍성하게 해 줄 것입니다.
‣‣ 신생아 출산 센터(임신 및 출산, 응급 산부인과, 임산부
및 아기용품, 그리고 3급 신생아 집중 치료실)을 갖춘 5
층 입원 환자용 타워
‣‣ 의료 수술, 종양학, 원격진료 및 정형외과의 입원 침대
수 증설

‣‣ 하이브리드 OR 기술 스위트 및 최첨단 심장 스위트가
포함된 2개의 신축 수술실(OR) 스위트
‣‣ 확장된 행동 건강 시설

‣‣ 환자 사망률 감소 및 대형 사고 대응을 위한 NE 10th St.의
새로운 전용 응급 진료소 입구 공간

‣‣ 중앙 홀 진입구, 향상된 길 안내 표지판 및 알아보기 쉬운
환자 전용로와 함께 단일 병원 입구로 이어지는 새로운
서클 드라이브
‣‣ 개선된 보조 시설 및 지원 서비스 시설: 실험실, 약국,
호흡기 치료
‣‣ 전용 가족실이 딸린 대형 1인 환자실
‣‣ 향상된 환자 및 가족 체험

‣‣ 실내 로비 환경에 자연 경관을 더한 6,500평방피트의
아름다운 안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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