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에게 공사, 교통 그리고 다른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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힝해이 화장실
시애틀 공원레저국은힝해이 파크지역 부쉬호텔 
지하에 1인용 화장실과 관리실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화장실은 이곳을 전담하는 전담자가 근무를 
하는 시간에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올여름에 계획 및 설계 작업이 
이뤄집니다. 오는 2021년 여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자전거 보호 차선
센터 시티 자전거 네트워크의 
남단 연결도로가 오는 9
월차이나타운과 2가 그리고 
사우스 디어본 스트릿을 
연결하게 됩니다. 

2가와 사우스  메인 사우스 
지역 그리고 5가 사우스 
그리고  사우스 킹 스트릿 
북쪽에 새로 자전거 보호 
차선이 들어섭니다. 

사우스 잭슨 스트릿 인도확장 공사 
2가 사우스와 4애비뉴 사우스 사이 
잭슨 스트릿 북단의 인도를 넓히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커브 
램프도 교체됩니다. .

워터프론트 스트리트카 정차역 철거.
그동안 사용하였던 5가 사우스와 사우스 잭슨 
스트리트의 스트리트카 정차역이 철거되고 
그자리에 자전거 보호 차선이 설치됩니다.

photo credit: Ken Lund, flickr

산불 시즌
산불로 인해 연기가 자욱한 
여름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기오염에 민감한 분들 
잘 돌보셔야 합니다

확장된 트랜짓 서비스 
오는 9월 킹카운티 메트로와 시애틀시는 
주민투표로 승인된 시애틀 교통 베니핏 디스트릭을 
통해 매주 추가로 650회릐 버스 운행을 실시, 종일 
보다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이나 주말 버스이용을 개선하고 이용자가 
많은 노선을 늘리는 
등 시애틀의 전반적인 
대중교통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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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To Go!

http://bit.ly/summer19-CID

여름 업데이트

좀더 정확한 안내서가 필요하시면 (영어권) 206-
256- 5973으로 데닐리(Danielle)에게 문의하시거나 

이메일(Danielle.friedman@seattle.gov)로 문의해 
주세요

보다 자세한 정보
시애틀지역 프로젝젝트 웹싸이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bit.ly/summer19-PS 

http://www.seattle.gov/parks/about-us/current-projects/hing-hay-park
https://www.seattle.gov/transportation/projects-and-programs/programs/bike-program/center-city-bike-network/south-end-connection-mobility-improvements
http://onecentercity.org/
http://onecentercity.org/
http://www.seattle.gov/mayor/wildfire-smoke
Seattle.gov/transit
http://bit.ly/summer19-CID
http://bit.ly/summer19-PS


앞으로 제공할 내용: 가을과 

2020 년도 계획
자! 주목해주세요요 

경전철  이용자 여러분, 

2020년 1월부터경전철  확장공사와 시스템을 
좀더 확장 시키기 위하여 차이나타운, 파이오니아 
스퀘어 지역 공사를 시작, 3월까지 이스트사이드로 
경전철을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경전철  
이용자들은 파이오니아 스퀘어 스테이션에서 
임시역으로 정해진 곳에서 갈아 타셔야할 것입니다  

Shop the Squeeze
시애틀 벨 타운, 차이나 타운, 리틀 사이공, 
파이오니아 스퀘어, 또는 다운타운에   영업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100.00 짜리 비자카드나 
그와 같은 가격대인   올카( 버스카드)를 드립니다.  
이에 참여하거나 고객에게 이를 알리기는 원하는 
분은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seattle.gov/shopthesqueeze 또는  
follow @seattleconnomy 를 방문 하십시요.

사우스 킹 스트리트 지역 녹지공간
사우스 킹 스트리트의 5가 사우스와 
18애비뉴 사우스 구간에 녹지공간을 
만드는7월말 경부터시작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우스킹 스트리트와 
사우스 레이니어 에비뉴 공사로 
인하여 이 거리들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http://bit.ly/summer19-CID

사운드 트랜짓 – 9월달 서비스가 바뀝니다
9월21일부터 고속 사운더 트렌짓  554번이 또다시 
차이나 타운지역 동쪽지역 방향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우스잭슨 스트리트와   메이나드 
에비뉴 사우스에 정차하게 됩니다.

사운더 사우스 확장 공사
사운드 트랜짓은 
레이크우드와 시애틀의 
킹 스트리트 역과 
연결하는 사운더 
사우스 통근열차 철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옵션 가운데에는 보다 긴 열차를 투입하고 주중 
서비스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오픈하우스를 
통해 사업 내용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ood To Go!

SR 99번 터널 사용료 징수
금년 가을부터는 99번 
터널을 사용하는 차량들에 
대한 통행료가 굿투고 
패스를 사용하면 $ 1부터 $2.25을 내야 
합니다.  워싱턴주 교통부(WSDOT)에서 웹사이트
(99tunnel.com)를 통해 굿투고 패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통행료 징수가 시작되면 서둘러 
나오시고 다운타운의 교통 흐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http://www.soundtransit.org/connect2020
Seattle.gov/shopthesqueeze
https://www.seattle.gov/transportation/projects-and-programs/programs/greenways-program/s-king-st
http://bit.ly/summer19-CID
https://www.soundtransit.org/system-expansion/sounder-south-capacity-expansion
https://www.wsdot.wa.gov/tolling/sr-99-tunnel-tol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