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스트 시애틀(West Seattle) 교량 프로그램

SPOKANE ST 선개교(SWING BRIDGE, 저가 교량) 통행

2021년 10월

저가 교량은 하루 중 대부분 일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저층 다리로의 접근을 사전 승인 
받을 수 있는 기존 그룹:  
접근은 2021년 말까지 일시적입니다. 저층 
다리에 교통량이 너무 많아질 경우, 긴급 
차량 대응을 위한 안정적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통행량을 더 빨리 줄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2022년 중반에 
고가 교량(high bridge)이 재개방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5시 – 오후9시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8시 – 오후9시 

접근 제한 및 운행 당 $75의 벌금

우회로를 찾으십시오  www.seattle.gov/transportation/lowbridge
차를 운전하지 않고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flipyourtrip.org

저가 교량에서는 사진 단속 시스템이 작동됩니다. 승인받지 않은 
차량이 제한 시간 중에 저층 다리를 건널 경우 통행 당 $7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애틀 경찰청 (Seattle Police Department) 
경찰관들 또한 무단 통행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저가 교량 근처에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알아보기 힘들거나 

누락된 상태로 적발되면 $231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긴급 차량, 대중 교통 
및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다리 통행을 별도로 신청하거나 교통국에 
번호판을 제공할 필요 없이 낮 시간대에 저층 다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층 다리의 보행자용 길은, 보행자, 자전거 및 스케이트, 
스쿠터를 타는 사람에게 항시 오픈되어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고 저층 다리를 
건너야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본인이 직접 병원까지 운전해야 
하거나, 다른 긴급한 일로 다리를 건너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75의 벌금 고지서에는 
벌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결정은 궁극적으로 시애틀 
지방 법원의 소관이므로, 벌금을 내지 않게 
되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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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정보 및 연락처  
웹사이트: www.seattle.gov/transportation/lowbridge 
이메일: westseattlebridge@seattle.gov | 전화번호: (206) 400-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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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그룹 
화물, 운송 및 응급 차량이 웨스트 시애틀에서 효율적으로 오갈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의 저층 다리 통행은 낮 시간 동안 
금지됩니다. 다음 그룹은 저층 다리의 제한적인 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치료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승인 필요)를 받기 위해 웨스트 시애틀을 
오가는 사람; Fauntleroy 페리를 타고 
치료지로 이동하는 사람 포함. 

대기 호출 의료 종사자 (대기 근무일 경우에만 
해당; 고용주의 확인 필요) 

웨스트 시애틀에 자리한 식당 및 리테일 
비즈니스 (장비나 서플라이를 긴급히 
픽업해야 하는 경우에만 허용) 

라이드셰어 차량 (밴풀, 셔틀 또는 주에서 
발급된 라이드셰어 라이센스 번호판  을 가진 
정식 카풀)

저층 다리에 인접한 해양 및 산업 비즈니스     
(장비 픽업 또는 주요 인력 수송을 위한 긴급 
여행에 한함) 

정부 차량 (긴급 / 비 계획 여행에 한함) 

신청하는 법  
www.seattle.gov/transportation/lowbridge 
또는 이 페이지에 있는 QR 코드를 사용하시어 
저층 다리 통행을 신청하십시오. 신청서는 다음 
언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소말리아어, 중국어(정통어), 베트남어, 오로모어, 
크메르어. 

다른 언어로 된 신청서 또는 종이 형태로 된 
신청서가 필요하시면 여기로 문의하십시오.  
WestSeattleBridge@seattle.gov 
또는 206-400-7511.  

저층 다리를 사용하려면 신청을 하셔야 하고, 자동차 번호판의 번호를 제공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시애틀 교통국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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