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스트 시애틀 고가 다리 정비
다리의 재 개통은 2022년으로 예상
2020년 3월, 시애틀 교통국(SDOT)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차량의 웨스트 시애틀 고가 다리 통행을 폐쇄했습니다. 
2020년 11월, SDOT 및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제니 더컨 
시장은 다리를 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리는 2022년에 재 
개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근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리가 폐쇄되어 있는 동안,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합니다. 가능하다면, 귀하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찾아 주십시오. 

	• 걷기, 휠체어, 자전거, 스쿠터
	• 버스 또는 수상 택시 타기
	• 카풀 또는 라이드셰어
	• 근교에 머무르며 로컬에서 물건 사기

이러한 방법들로 교통 체증을 감소하고 영향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저희는 다리를 수리하는 동시에 여러분에게 진전 현황 및 
주요 이정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성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분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그룹이나 조직의 가상 회의에 저희를 초대해 
주십시오.

	• 귀하의 의견을 이메일이나 전화로 알려 주십시오.
	• 저희 웹사잇에 사인업(가입)하시어 매주 위클리 
소식지를 받아 보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전화나 이메일을 하시거나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전화번호: (206) 400-751
	• 이메일: westseattlebridge@seattle.gov
	• www.seattle.gov/WestSeattleBridge

번역
요청하시면 번역이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206) 400-7511.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ervices available upon 
request: (206) 400-7511.

Dịch vụ dịch thuật và phiên dịch được cung cấp theo yêu 
cầu: (206) 400-7511.

Servicios de traducción e interpretación disponibles 
bajo petición (206) 400-7511.

조지타운 거주 지역 초안 프로젝트 목록
간단한 설문 조사를 통해 의견을 제공하십시오.
지난 여름, 우리는 웨스트 시애틀 고가 다리의 폐쇄로 영향을 
받은 주민들을 지원하고 두와미시를 관통하는 효율적인 이동 
거리를 복구하도록 ‘웨스트 시애틀 재연결’ 프로그램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웨스트 시애틀을 재연결하는 과정 및 지역 사회 참여를 통해, 
우리는 2020년 7월부터 조지타운 지역 사회와 손잡고 
조지타운 홈존(Home Zone) 계획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홈존은 이웃 전체가 협력하여 교통량을 줄이고 보행자 이동성 
및 주민의 거주성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아래 프로젝트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두 번의 
인근 시찰과 세 번의 지역 회의를 통해 조지타운 커뮤니티에 
참여한 것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목록의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이 지도를 잘 
살펴보시고,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설문 조사를 통한 
여러분의 의견은, 조지타운을 더 안전한 보행자 우선 지역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2021년 1월 18일에 개시되며, 아래 링크를 
통해 여러 언어들로 제공됩니다: 영어, 스패니쉬, 한국어:

	• Survey in English: https://survey.participate.
online/s3/Georgetown-Neighborhood-Survey

 • Encuesta en español: https://survey.participate.
online/s3/Georgetown-Neighborhood-Survey- 
Spanish

 • 한국어로 조사: https://survey.participate.online/s3/
Georgetown-Neighborhood-Survey-Korean

 • khảo sát bằng tiếng việt: https://survey.participate.
online/s3/Georgetown-Neighborhood-Survey- 
Vietnamese

이 설문조사를 다른 언어로 받기 원하시면, 
WestSeattleBridge@seattle.gov 또는 (206) 400-7511 
로 연락 주십시오.

저층 교량 벌금이 2021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저층 다리는 현재 일반 차량의 야간 통행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밤9시부터 오전5시 사이). 그 외의 시간대에는 응급 차량, 
중량 화물차, 버스에게만 허용됩니다. 2021년 1월을 
시작으로, 오전 5시에서 밤 9시 사이에 이 다리를 통행하는 
일반 차량에게는 $7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간대를 잘 보시고 통행 계획을 세우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seattle.gov/transportation/LowBridge

웨스트 시애틀 브릿지 업데이트
Wint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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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타운 거주 지역 초안 프로젝트 목록 

1. 보행 또는 탈 것으로 주행할 시,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관해, 초안에서 빠진 
사항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 예
	� 아니오 

1a. 이 계획에 추가 또는 삭제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까? (제한 없는 질문)
 ������������������������������
 ������������������������������

1b.귀하의 아이디어에 대해 교통국 직원과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함,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십시오.
성함	�����������������������
전화번호	 �������������������
이메일	���������������������
원하는 언어	 �����������������

2. 이 지역과 귀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 이 지역에 거주합니다.
	� 이 지역에서 일합니다.
	�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 이 지역에서 교회를 다닙니다.
	� 이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 이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 이 지역에서 자원 봉사를 합니다.
	� 기타	��������������������

3. 다음 중 어떤 길 (혹은 교차 길)에 
가까이 거주하십니까?
	��������������������������

4. 스스로를 어떤 인종으로 여기십니까?
	� 미대륙 인디언 또는 알라스카 
원주민

	� 아시안
	�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 히스패닉 또는 라티노
	� 하와이 원주민 또는 태평양 
섬주민

	� 백인
	� 기타 (명시하십시오)

5. 귀하의 나이는?
 � 11–17
 � 18–24
 � 25–30
 � 31–35
 � 36–40

 � 41–50
 � 51–64
 � 65–74
 � 75+

6. 이 설문조사에 대해 어디서 알게 
되셨습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표기하십시오)

	� Georgetown Gazette 조지타운 
관보(가제트)

	� Seattl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시애틀 교통부 
뉴스레터 또는 웹사잇

	� 소셜 미디어
	� 친구나 가족 
	� 학교, 단체 또는 지역 사회의 그룹
	� 기타:	��������������������

7. 프로젝트 소식지 수신 목록에 추가되기 
원하시면 아래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십시오:
	��������������������������
	��������������������������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웨스트 시애틀 브릿지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www.seattle.gov/reconnectwestse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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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 시애틀 칼리지

조지타운 
놀이터

옥스바우 공원

루비 쵸우 
공원

조지타운 
구 시청

킹 카운티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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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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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

Evaluate intersection 
treatments to improve crossing 
of southbound right turn lane

Explore opportunities for 
improved pedestrian space

Evaluate opportunities for
sidewalk repair

Stay Healthy Street loop*

Radar speed feedback signs
displaying travel speed to 
drivers

Evaluate repairs to pavement
and sidewalk at railroad 
crossing

Improve pedestrian
crossing at intersection

Evaluate intersection for 
crossing signal

* Stay Healthy Streets is an SDOT Program that closes 
local streets to vehicle through-traffic but leaves 
streets open to people walking, rolling, and biking in 
the street.

LEGEND

남쪽으로 향하는 우회전 차선의 횡단을 
개선하기 위한 교차로 작업  평가하기

교차로의 횡단 신호 평가하기

교차로에서 횡단 보도 개선

보행 공간을 개선할 기회 탐색하기

보도를 수리할 기회 평가하기 

Stay Healthy 스트릿 룹(Loop)*

운전자의 주행 속도를 표시하는 레이더 
속도 표시판 

철도 건널목의 포장도로 및 보도 수리의 
평가 

*‘Stay Healthy 스트릿’은, 지역의 거리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대신 보행자, 휠체어, 자전거는 다닐 
수 있게 허용하는 시애틀 교통국의 프로그램입니다.

전설

내 설문 조사 제출하기 

귀하가 완성하신 설문 조사를 
제출하시려면,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 귀하의 설문 조사를 스캔하시어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 WestSeattleBridge@seattle.gov

	• 근교에 직접 방문으로 제출을 원하시면, WestSeattleBridge@seattle.gov 또는 
(206)	400-7511 로 문의하시거나, 시청으로 우편을 보내 주십시오. 시청 주소는 : 

	• PO Box 94649, Seattle, WA, 98124-464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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