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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으로 난관에 처한 식당 및 리테일, 호출 대기 의료 
종사자, 추가된 종류의 밴 및 셔틀은 이제 저층 다리 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1일부터 다리를 사용하시려면 5월15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애틀 - 이제 웨스트 시애틀의 더 많은 사람들과 기업이 Spokane St 스윙 브릿지 (저층 

다리)에서의 운전 통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층 다리는 웨스트 시애틀 브릿지가 건설되는 

동안 응급 차량을 위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제한됩니다. 
 
저층 다리를 사용하려면 신청을 해야 하고, 번호판 번호를 제공하며, 자격 요건에 해당되고, 

시애틀 교통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음 사용자 그룹은 이제 저층 다리에서의 운전 통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호출 대기 의료 근로자 (대기 근무로 오가는 경우에만, 고용주 확인 필요) 

• 웨스트 시애틀에 있는 레스토랑 및 리테일 (장비나 서플라이를 긴급하게 픽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함) 

• 라이드 셰어 차량 (주에서 발급한 라이드 셰어 번호판이 있는 밴, 셔틀 또는 공식 카풀; Uber 및 

Lyft는 포함되지 않음) 

• 인명 구조 의료 치료를 위해 웨스트 시애틀을 오가는 사람 (의료 제공자의 승인 필요);  

Fauntleroy 페리를 타고 치료지로 이동하는 사람 포함. 
 
저층 다리 사용 신청서는 www.seattle.gov/transportation/lowbridge 에서 다음 언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소말리아어, 중국어(번체), 베트남어, 오로모어, 크메르어.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206) 400-7511 로 전화하여 음성 메일을 

남기거나 WestSeattleBridge@seattle.gov 로 이메일 하십시오. 귀하의 이름, 연락처 정보 및 

필요한 언어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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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한달에 한 번 처리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다리를 사용하려면 그 전 달 15일까지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정보가 사진 단속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하므로, 

저희가 신청서를 받았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사용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층 다리 통행 허가를 확대한 조치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교통국은 언제든 승인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시애틀 교통국은 2021년 후반 

시애틀 항구 5 번 터미널이 재개통 되기 전에 많은 그룹의 저층 다리 통행을 줄이거나 취소하여 

화물 차량이 더 많이 다닐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층 다리 사용 정책  
 
저층 다리는 평일 오전 5시에서 오후 9시 사이, 그리고 주말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특정 

차량에게만 개방되며 단속 카메라가 시행됩니다.  승인되지 않은 차량이 제한 시간 중에 저층 

다리를 통행할 경우 통행 당 $7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웨스트 시애틀 고가 다리가 수리되는 동안 시애틀 교통국의 우선 순위는, 응급 차량, 화물 및 대중 

교통의 저층 다리 통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다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애틀 교통국에 통행을 신청하거나 번호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가 다리는 2022년에 재개통 될 예정입니다. 
 
저층 다리 사용이 승인되는 차량의 목록 및 추가 정보는, 프로젝트 웹 사이트 

(www.seattle.gov/transportation/lowbridge)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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