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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공사, 교통 그리고 다 른 사
항To에Go!관 한 정보 를 제 공 해 드 립 니 다 .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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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자전거 보호 차선
센터 시티 자전거 네트워크의 남단 연결도로가
오는 9월차이나타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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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개선 사업
커뮤니티 파트너인 파이오니아 스퀘어
연맹과 함께 진행하는 파이오니어
스퀘이 이스트 웨스트 인도 개선사업은
시애틀 워터프론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애비뉴와 알래스칸 웨이 사이의 메인,
워싱턴, 킹, 예슬러 거리의 일부 구간
인도를 개선하는 설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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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슨 스트릿 래피드 트랜짓 (BRT)/레피트
라이드 G 라인
메디슨 밸리 에서부터매디슨 스트릿과 스프링
스트릿 구간의 워터프론트까지 건설되는 하이
커패시티 트랜짓 회랑의
설계를 확정하기 위한
여론수렴 절차가
진행됩니다. 8월 5일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정류장에 올카 카드 판독기
추가 설치
킹 카운티 메트로는 예슬러 웨이와
데니 웨이 사이 3애비뉴 선상의
버스 정류장에 10여곳에 새로 오카
카드 판독기를 설치합니다. 이곳에서
버스가 도착하기 전에올카 카드를 미리
탭하시면 앞문과 뒷문 양쪽 어느 쪽
으로도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버스 정류장이
폐쇄되거나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
시애틀지역 프로젝젝트 웹싸이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bit.ly/summer19-PS
좀더 정확한 안내서가 필요하시면 (영어권) 206256- 5973으로 데닐리(Danielle)에게 문의하시거나
이메일(Danielle.friedman@seattle.gov)로 문의해
주세요
http://bit.ly/summer19-PS

ride shar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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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제공할 내용: 가을과
Shop the Squeeze

사운더 사우스 확장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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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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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스칸 웨이 고가도로 철거
올여름 알래스칸 웨이 고가도로가 철거되고 남은
구조물들이 예정대로치워질 것입니다.
워터프론트와 99번 터널 남단을 지니다 보면
공사장을 지나거나 우회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알라스칸 웨이 신설공사
2019년에 워터프론트 시애틀은 고가도로가 철거된
자리에 알라스칸 웨이, 엘리옷
베이, 그리고 콜럼비아 스트릿
트랜짓 패스웨이를 건설하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지하 통로
지하통로는 도로와 인접 건물 사이 그리고 인도
아래에 설치된 공간들을 말합니다. 파이오니어
스퀘어 지하통로는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시애틀 교통국이
지하통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역의 보수를
위한 장기 계획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 해당 지역의 주차나
화물적재 그리고 교통 흐름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SR 99번 터널 사용료 징수
금년 가을부터는 99번
Good T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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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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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it.ly/summer19-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