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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Ave S와 S Main St의 버스 정류장 개선 사항 
보다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우며 편안한 버스 정류장 만들기

프로젝트 정보 및 연락처
Candace Goodrich, 커뮤니티 현장 활동 리드 
(Community Outreach Lead)
seattle.gov/transportation/3rd-Main-Bus-Stop
3rdandMainBusStop@seattle.gov | (206) 900-8729

프로젝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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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 
개선 사항 

일정
2022년 봄: 초기 프로젝트 설계 
2023년 봄: 프로젝트 설계 완료 
2023년 가을: 공사 시작 
2024년 봄: 공사 완료  

프로젝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설계
프로젝트 개선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보도 너비 확장 
• 횡단 보도 재도장
• 보행자 조명 추가 
• 새로운 나무 식재 
• 지붕 구조물, 좌석,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 및 

ORCA 카드 리더기를 포함한 기타 버스 정류장 
기능 추가

버스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S Main St와 S Washington St 사이의 도로에 
다른 개선 작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새 콘크리트 포장으로 버스 정류장 옆 도로 수리 
• 도로를 남행 전용으로 재구성 
• 도로 동쪽에 있는 기존 노상 주차 공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되고 방향만 반대로 변경됨

시애틀 공공 사업부(Seattle Public Utilities)는 또한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rd Ave S와 S Main St 
지점에 빗물 하수도 개선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개요
저희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더 안전하고 
접근하기 쉽고 편안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S 
Washington St와 S Main St 사이의 3rd Ave S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개선하려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더 
나은 기능을 수행하는 버스 정류장을 만들고 도로를 
보수 및 재구성하여 버스 이동 시간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킹카운티 Metro와 협력하여 이 프로젝트를 
설계 및 시공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애틀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대중교통 간선 도로 
중 하나에서 대중교통 연결성 및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Third Avenue 대중교통 간선 도로 개선(Transit 
Corridor Improvements)의 일부입니다. 

KOREAN



자금 조달
이 프로젝트는 주로 연방 대중교통 관리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의 보조금을 통해 자금이 
지원됩니다. 추가 자금 출처로는 시애틀 이동 부담금
(Move Seattle Levy), 킹카운티 Metro 및 시애틀 공공 
사업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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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소방청장 
사무실(Seattle 
Fire Marshal's 

Office)

Seattle's Union 
Gospel Mission: 
Men's Shelter 

및 주차장

새로운 콘크리트 

신규 상업용 
상하차 구역 

주차 구역 유지 

새로운 나무

더 넓은 보도 

신규 버스 정류장 편의 시설 
: 지붕이 있는 정류장 시설, 
조명, 실시간 정보 시스템 
및 난간 

이 코드를 스캔하여 당국의 웹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최신 정보 업데이트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설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당국의 프로젝트 웹 페이지를 방문하고 
최신 정보를 위해 이메일 업데이트에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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