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dison – RapidRide G 라인 프로젝트를 위한 도로 

철거 및 포장 예정 
 

콘크리트가 확보되는 대로 도로 철거 시작 

저희 프로젝트에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회사와 관련된 시애틀 지역의 

콘크리트 트럭 운전자와 콘크리트 공장 근로자의 총파업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 프로젝트와 다른 여러 프로젝트는 파업이 해결될 때까지 콘크리트 

포장 작업을 일시 중지해야 했습니다.  

 

콘크리트 공급이 완료되면 건설 근로자들이 9th와 Boren avenue 사이의 

Madison St를 철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건설 근로자들은 도로의 북쪽 

절반부터 시작하여 한 번에 도로의 절반을 철거하고 다시 포장합니다. 이 

작업 중에는 양방향으로 1개의 차선만이 개방됩니다. 철거가 완료되면 

근로자들은 도로에 새로운 거푸집을 만들고 각 섹션에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새 콘크리트는 차량의 이동을 위해 개통될 때까지 경화하는데 

약 3일이 소요됩니다.  

 

도로 재포장이 끝나면 건설팀이 나중에 다시 돌아와 도로 양쪽의 보도를 

수리하고 교체합니다. 우리는 보도 작업을 조정하기 위해 사업체들과 

연락할 것입니다.  

공사 중 예상되는 사항 

• 건설 근로자들은 Terry와 Boren Avenue 사이의 Madison St 북쪽 

골목을 차단해야 하지만 Spring St로부터의 접근은 계속 

가능합니다. 

• 임시 주차 제한  

o 지역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9th Ave(Madison St 바로 

남쪽) 및 Terry Ave(Madison St 바로 북쪽)에 영구 상하차 

구역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 소음, 먼지 및 진동 

•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오후 5시 사이의 일반적인 공사 시간

공사 기간 중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웹페이지에서 공사 

관련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십시오: 

seattle.gov/MadisonBusRapidTra

nsit 

 

연락처 

MadisonBRT@seattle.gov 

206-484-2780 

seattle.gov/MadisonBusRapidTransit 

 

시 자료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비즈니스 

자원에 대해 알고 싶으면 

경제개발국(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에 문의하십시오. 

 

OED@seattle.gov 

206-684-8090 

 

seattle.gov/office-of-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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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번역 또는 장애인용 엑세스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저희에게 

문의하십시오. 

Madison – RapidRide G 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한국어]로 알고 싶으시면 저희에게 

연락하여 알려주십시오!  

통역 및 번역 서비스 및 기타 편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MadisonBRT@seattle.gov  전화: 206-484-2780 

디자인 세부 사항은 당국 웹 페이지의 디자인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Madison 및 Terry의 건축 렌더링은 중앙 버스 정거장, 보행섬(도로 한 가운데의 보호된 공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새로운 경계석 경사로, 조경, 버스 정류장 대피소 및 실시간 도착 정보를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