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내 주차규칙
Saint Martin’s University 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 소책자는 2010 년 1 월 현재로
주차를 위한 주차규칙, 금지 및 지침서를 기술하기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이규칙은
대학과 대수도원사업의 안전한 정돈되어있는 행위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Saint
Martin’s 대학은 그것의 재산에 모든 주차를 통제하고는, 주차와 소통량 규칙을
설치하고, 규칙의위반을 위한 화폐 형벌을 설치하는 권리를 비축합니다. Saint
Martin’s 대학은 고등교육의 개인적인기관이고, 레이시 (Lacey)교정은 대학및
대수도원이 소유한 개인재산입니다.
주차에 관한 규칙은 24 시간 적용됩니다. 규칙은 학기중 여릉방학중에도 적용됩니다.








주차 허가증을 발금받으면 항상 자동차에 표시해야합니다. 낯 , 저녁 및,
기숙사학생 및 모든교직원 - 요구되는 모든 교수요원, 직원 및 학생은
주차지역을 제한합니다.
특별이벤트 참가자 출석자 및 교정방문자, 학생 및, 직원은 Worthington
컨퍼런스센터 근처의 주차장에 주차 허가증없이 주차할수있습니다.
특별이벤트, 회의출석자 또는 여름그룹차량은 기숙사 주차장 또는 제한된
주차장에 주차하면 임시주차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특별이벤트 주차 허가는
회의서비스사무실 (Office of Conference Services)에서 받을수있습니다.
대학은 도난, 사고, 화재에대해 책임지지않습니다.
주차는 표시되어있는 공간에서만 가능합니다.
주차허용되지 않는곳:
o 잔디, 중앙선, 또는 정원
o 소방주차선, 또는 소화전의 15 피트 지억
o 횡단 보도
o 차도
o 장애인용 주차 공간과 장애인 주차접근통로
o 커브주차 표시없는곳
o 포장된 모서리
o 적재구역-짐을 내리고 올리지않는한

차량 주차허가
 교수요원, 직원, 또는 학생, 대학에 주차하고싶은 사람들은 대학공중안전 사무실
(Office of Public Safety)에가서 차량을등록하고 주차 허가증을 받아야합니다.
한사람이 여러차랑을 허가받을수있습니다. 주차 허가증은 무료로
받을수있습니다. 직원주차 허가증은("E" 및 "RE”), 학생 ("S" 허가), 기숙사 학생
("RS" 허가), 및 방문자 (임시 주차 허가)를받습니다. 허가는 공중안전
사무실(Office of Public Safety)에서 1 주일내내 24 시간 받을수있습니다.
주차허가를 신청하는분들은 Old Main 방 251 에있는 공중안전사무실 (Office of
Public Safety)로 책임보험과 자동차등록증을 가져오세요.







주차허가증은 뒷창, 선명한 곳에 왼쪽밑바닥 구석의외부에, 부착하십시오.
오토바이주차허용권은 정면포크, 정면구조망 또는 바람막이유리에
부착하십시요.
기숙사 방문학생손님은 기숙사에있는 손님주차통행권을 기숙사직원에게서
받아야합니다. 손님통행은 Spangler 홀 또는 Parsons 홀 사무실에 있는
(Housing and Residence Life) 직원에서 가능합니다.
임시주차허용은 빌린차 또는 임대료 차량을 공중안전사무실 (Office of Public
Safety)에서 가능합니다. 교수요원, 직원, 또는 학생은 임시주차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자동차책임보험과 자동차등록정보가 필요합니다. 임시
주차허용권은 교정에 주차또는 제한댄 주차장에 임시허용합니다-보통 차를
고치건나 교체할시간을줍니다. 임시주차허가증은 차안 대시보드 위에
잘보이게두십시요.

주차장위치와 제한되는주차지역


1. 기숙사학생주차-기숙사학생은 ‘RS’차량주차 허가증을 받을수있습니다.
이주차 허가증은 1 년내내 24 시간 사용할수있습니다. 기숙사 주차허가증을
신청한는 학생은 공중안전사무실 (Office of Public Safety, Old Main 251)에
보험과 자동차 등록증을 가져오십시요. 기숙사학생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Parsons 홀 또는 Spangler 홀 주차장에서 주차를할려면 먼저 Residence Advisor
(RA)에게서 방문자 허가증을 받아야합니다.기숙사 주차허가증 표시없는차량
또는 기숙사방문자 허가증 없는차량은 벌금을 내야합니다. 새벽 1 시부터
모든주차하는차량은 현재 ‘RS’ 허가증 또는 현재 방문자허가증을
표시해야합니다.
2. 학생 주차지역- 2 개의 주차장은 현재 ‘S’ 또는 ‘RS’주차장허가는 학생
차량을위해 지정되있습니다. 소프트볼 구장 ‘K’주차장 그리고 큰계단 `S’의
주차장은 일년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 시부터 오후 5 시까지는
학생들 사용을 위한곳입니다. 단, 휴일과 대학이 닫힐때만빼고. 현재
주차허가증을 표시하지않는 차량은 벌금을물을수있습니다.
3. 특별직원 주차지역- Old Main 과 O'Grady 도서관 (`G’ 주차장) 사이 주차장은
아침 7 시부터 오후 5 시 (월요일-금요일) 까지는 특별직원 주차허가를 표시한
차량을 위한곳입니다. 이 주차장지역에있는 대학 대통령주차지점은 24 시간
대학 대통령을 위한곳입니다, 단 평일과 휴일에는 주차가 자유럽습니다.
4.교수요원과 직원주차지역- 현제 2 개의지역은 교수요원과 직원이 주차하도록
지정되있습니다. 주차장지역들은 Lynch 영빈관 (‘D’주차장) 그리고
Trautman 학생회관과 Cebula 홀사이에있는(`M’ 주차장). 현제 교수요원 과
직원은 (‘E’) 주차허가를 아침 8 시에서 오휴 5 시까지 (월요일-금요일, 이년 내내)
표시해야합니다. 단 평일, 휴일, 또는 오휴 5 시 후에는 주차지역이
자유로운곳입니다.
5. 회의 주차-컨퍼런스 또는 회의을위해 기숙사를 사용하는분들은 방문자
허가를 Worthington 컨퍼런스센터에있는 컨퍼런스서비스 아니면 Housing and

Residence Life (Spangler 사무실) 에서받아야합니다. Worthington 컨퍼런스
센터 또는 Marcus Pavilion 에서 회의참석하는분들은 Worthington 컨퍼런스센터
옆에있는 ‘Q’ 및 ‘O’ 주차장에서 자유롭게주차할수있습니다.
6. Lynch 영빈관 (Lynch Guest House) 주차- Lynch 영빈관에있는 방문자주차
공간은 St. Martin’s 의 대수도원의 손님을 위한주차장입니다.
7. 방문자 주차-방문자주차장은 주요 안마당들어가기이전에 대수도원교회
북쪽에있습니다. 방문자주차장은 대수도원교회 및 대학방문자사용을
위한곳입니다. 교수요원, 직원 및 학생들은 다른 방문자들을위해
주차를피해주십시요. 방문하지않는 차량이 이곳에 주차를하시면 주차위반
발급을받습니다.
8. 장애인을위한 주차- 대학전제주차장은 여려군대에 장애인을위한
주차장이있습니다. 워싱턴주법률에따라, 이주차지점은 색이파란배경에
백색국제적인 상징로 표시되여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에
주차하기위해서는 워싱턴주 또는 다른국가가 발행된 공식적인벽보 또는 특별한
번호판 표시가있어야합니다. 벽보 또는 특기 번호판 표시없이 주차를하시면
어떤차량이든지 주법의위반입니다. 장애인주차벽보 또는 차량 번호판을
얻는방법에 관한질문이있어 교수요원, 직원 및 학생들은 허용 웹사이트의
접촉할수있습니다: http://www.dol.wa.gov/vehicleregistration/parking.html
주차실행과 위반호소
 실행 (enforcement): 주차규칙은 밤낮으로 실시합니다. 주차위반 또는 벌금은
대학주차규칙에따라 발행합니다. Saint Martin’s 레이시 교정은 개인재산입니다.
따라서, 대학은 소유자위험 및 경비에차량을견인하는권리를, 일정한 상황에서,
비축합니다. 주차는 교수요원, 직원, 학생, 방문자, 또는 대학에 법률사업이있는
방문자들을 위한곳입니다.
 호소 (appeals): 교수요원, 직원, 학생, 방문자, 그리고 손님은 위반날짜의
15 일안에 주차위반을 전자로 호소할수있습니다. 위반의호소 그리고 처분을위한
방법은 수령인의 사본의뒤에 쓰여있습니다. 호소위원회는, 공중안전사무실에서
분리되어, 복종된 모든주차위반 항소사건을 심리하고 평가합니다.
위원회의호소결정은 마지막입니다. 호소한분들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서로받을것입니다. 모든 학생을위해, 호소되지않는 주차위반은
유효하기때문에 Office of Student Accounts 벌금수집을위해 낼대까지는
저장됩니다.
 지불(payment): Office of Student Accounts 에서는 모든학생들에 주차위반
벌금을받습니다. 교수요원, 직원, 그리고 학생이 아닌분들은 공중안전 사무실에
벌금을 지불을하고 영수증을 받을수있습니다.
o 학생은 모든벌금을 지불해야만 성적, 성적 증명서, 그리고 학위를
받을수있습니다
o 주차의반 벌금은 다음학기등록하기전에 지불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