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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 시애틀 다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예정대로 2022년 
중반에 
재개통

7월 21일, 저희 가상 공개 회의에 
참여하십시오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 더 많이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도 물어보세요. 영어로 실시간 자막을 
제공되며, 스페인어, 북경어 및 베트남어로 
통역이 제공됩니다. 회의 녹음은 후에 스페인어,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크메르어, 소말리아 
어 및 오로모어로 자막과 함께 온라인에 
게시됩니다. 추가 언어를 요청하거나 기타 
접근성 요구 사항을 공유 또는 질문하려면 206-
400-7511 또는 WestSeattleBridge@seattle.gov 
로 문의하십시오.

회의에 참석하는 방법
7월 21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참여하세요.

• 컴퓨터 또는 모바일 – Zoom 을 
시작하려면이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 
https://us02web.zoom.us/j/89190663370 

• 전화 – (253) 215 8782 로 전화를 건 다음 
웨비나 ID를 입력하십시오 : 891 9066 3370

질문 또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전화 : (206) 400-7511
이메일 : WestSeattleBridge@seattle.gov
최신 소식 등록 : seattle.gov/westseattle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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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 시애틀 고가 다리, 
예정대로 2022년 중반에 재개통
여러분의 인내와 회복 탄력성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리의 폐쇄로 인해 
어려운 문제에 당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안정화하기위한 초기 수리가 완료되었으며 
이번 가을에 최종 수리가 시작됩니다. 고가 
다리 보수공사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이동 옵션 및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COVID 로 인한 제약이 풀리면서 거리가 
점점 더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증진하고 이웃의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도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운전을 
자제하십시오. 자전거 타기, 걷기, 스케이트나 
스쿠터 타기, 버스 또는 페리 타기, 밴풀에 
가입하거나 주거 지역에 머무르기. 귀하의 
이동 옵션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승인없이 SPOKANE ST 스윙 
브릿지를 건너지 마십시오  
저층 다리는 평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부분의 
차량에게 폐쇄됩니다. 승인되지 않은 차량은 
$75 티켓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저층 다리를 
통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거나 여기서 
다리 통행을 신청하세요. 에서 액세스를 
신청하십시오. 저층 다리는 보행자, 자전거나 
스쿠터 등에게는 늘 개방되어 있습니다.

질문 또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전화 : (206) 400-7511
이메일 : WestSeattleBridge@seattle.gov
최신 소식 등록 : seattle.gov/westseattle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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