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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 our Virtual Open House:

Thursday, February 18
6:00-7:30 pm. 
www.seattle.gov/transportation/West-Marginal-
Way-SW-Improvements
Need help? Email or call us at:
206-400-7511
WestSeattleBridge@seattle.gov

Seattl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PO Box 34996
Seattle, WA  98124

West Marginal Way SW 개선

 

프로젝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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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거 연결망

작년 여름, 웨스트 시애틀 주민들은 
웨스트 시애틀 재연결 설문조사에 참여한 
뒤West Marginal Way SW 의 자전거 길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 개의 옵션들을 검토한 결과, 저희는 
거리의 서쪽을 따라 자전거 보호길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하우스에 참여하시어 
귀하의 의견을 나누어 주십시오.

다리를 폐쇄한 이후로, 저희는 통로로의 접근과 이동에 대한 우려를 들었습니다. 
오픈 하우스에 참여하시어 통로를 따라 화물 및 사업체로의 접근을 향상시킬 방법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나누어 주십시오.

5 이동성 향상

제안된 자전거 도로의 남쪽 두와미쉬 
롱하우스를 향해 남쪽으로 가는 West 
Marginal Way SW 의 서쪽에 대한 세 가지 
잠재적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제안된 자전거 도로 확장
b) 기존 노상 주차장 확장 
c) 차선을 일반 차량으로 다시 개방

오픈 하우스에 참여하시어 귀하의 의견을 
나누고 질문하십시오.

디자인 옵션3

속도
우리는 운전자의 과속, 충돌 및 사망을 
줄이는 Vision Zero 목표에 전념합니다.
작년에 저희는 이동 속도를 40mph에서 
30mph로 줄이기 위해 West Marginal 
Way를 따라 6 개의 속도 레이더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오픈 하우스에 참여하시어 안전을 
더욱 향상시킬 수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십시오.

4

2021년에 두와미쉬 롱하우스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임시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될 것입니다. 
또한, 두와미쉬 롱하우스와SW Idaho St. 사이에 위치한 West 
Marginal Way 의 서쪽으로 보도를 설치할 것입니다.
2022년에는 영구 신호등이 설치될 것입니다.

두와미쉬 롱하우스 횡단 및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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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MARGINAL WAY SW 
개선

Improvements and changes are coming to West Marginal Way SW

To learn more and share your thoughts, join us at our Virtual Open House on 
Thursday, February 18, 6:00-7:30pm www.seattle.gov/transportation/West-
Marginal-Way-SW-Improvements 

To request an interpreter or accommoda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t the 
Virtual Open House, please contact us at 206-400-7511 or WestSeattleBridge@
seattle.gov 3 days prior to the meeting date.

Se aproximan mejoras y cambios a West Marginal Way SW.

Para obtener más información y compartir su opinión acompáñenos a la 
Exhibición virtual que tendremos el jueves 18 de febrero de 6 a 7:30 pm en 
www.seattle.gov/transportation/West-Marginal-Way-SW-Improvements

Para solicitar adaptaciones para personas con discapacidades o los servicios 
de un intérprete, llámenos 3 días antes de la fecha de la reunión al 206-400-
7511 o envíenos un mensaje a WestSeattleBridge@seattle.gov

West Marginal Way SW 에 발전과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더 알고 싶은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2월 18일 목요일, 오후 6-7:30사이에 
www.seattle.gov/transportation/West-Marginal-Way-SW-Improvements 에서 
열리는 가상 오픈 하우스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가상 오픈 하우스에서 통역사 또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편의를 요청하시려면, 
회의 3일 전에 206-400-7511로 전화 주시거나 WestSeattleBridge@seattle.
gov 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Những cải tiến và thay đổi sẽ đến với đường West Marginal Way SW

Để tìm hiểu thêm và chia sẻ suy nghĩ của bạn, hãy tham gia với chúng tôi tại Nhà 
Mở Ảo của chúng tôi vào Thứ Năm, ngày 18 tháng 2, 6-7:30 chiều www.seattle.gov/
transportation/West-Marginal-Way-SW-Improvements

Để yêu cầu thông dịch viên hoặc hỗ trợ cho người khuyết tật tại Nhà Mở Ảo, vui 
lòng liên lạc với chúng tôi theo số 206-400-7511 hay WestSeattleBridge@seattle.gov 
3 ngày trước ngày họp.

ការកែលំអរ និងការផ្លាស់ប្តូរទាំងឡាយកំពុងតែធ្វើឡើង នៅផ្លូវខាង
ត្បុងឈាងខាងលិចវេស ម៉ាជីនល West Marginal Way SW

ដើម្បីស្វែងយល់ព័ត៌មានបន្ថែមនិងចែករំលែកមតិរបស់អ្នក សូមចូលរួម
ជាមួយពួកយើងនៅក្នុងការប្រជំុតាមរយះអីនធឺណិតលើអេក្រង់នៅថ្ងៃ
ព្រហស្បតិ៍ទី១៨ ខែកុម្ភៈ ម៉ោង៦ៈ០០ ដល់ ៧:៣០ល្ងាចនៅលើគេហទំព័រ 
www.seattle.gov/transportation/West-Marginal-Way-SW-Improvements
 

ដើម្បីស្នើសុំអ្នកបកប្រែ ឬក៏សេវាកម្មជួយងាយស្រួលចំពោះអ្នកដែល
មានពិការភាពផ្សេងៗនៅក្នុងការប្រជំុតាមរយះអីនធើណេតលើអេក្រង់ 
សូមទាក់ទងមកពួកយើងតាមរយះលេខ ២០៦-៤០០-៧៥១១
ឬក៏ តាមរយះអ៊ីមែល  WestSeattleBridge@seattle.gov មុន៣ថ្ងៃនៃការប្រជុំ។

Fooya’ini fi jijjiramni garra karaa Litta maddi karra  litta Kaaba-Litta(West 
Marginal Way SW) dhuffa jiirra. 

Dabbalatan baru fi yaada kessan nuuf koodu yoobarbaadan Kamisa, 
Gurrandhala 18, galgaala sa’ati 6:00 – 7:30 Mana Viidiyoo Hallalaa Banaa 
keeynan hidha kana fayaadamati nukkunama: www.seattle.gov/transportation/
West-Marginal-Way-SW-Improvements

Tuurjumaana gaafachudhaf yookin  warri miidha qamma yookin fedhi adaa 
qabdan haali  akka issini mijaahu gaafachu yofetan lakoofsa bilbiila kanan 206-
400-7511 yookin WestSeattleBridge@seattle.gov  guyas 3 dhursati nukuunama.

Hagaajin iyo isbeddel ku imanaya waddada 

Si aad wax badan uga ogaato ood nala wadaagto ra’yigaaga, ku soo biir 
Aqalkeena Furan ee Muuqaalka  ah Khamiista, Febraayo 18, 6 ilaa 7:30 fiidka 
www.seattle.gov/transportation/West-Marginal-Way-SW-Improvements

Si aad u weydiisato tarjumaan ama fududeyn loo sameeyo dadka tabartoodu 
dhiman tahay ee dhinaca Aqalka Furan ee Muuqaalka ah, fadlan nagala soo 
xiriir 206-400-7511 or WestSeattleBridge@seattle.gov 3 cisho ka hor taariikhda 
kulanka.

West Marginal Way SW 的改善和更改工程即將開始。

要了解更多以及分享您的想法，請加入我們將於2月18日星期四晚6點-7:30舉
行的網上開放日。網址：www.seattle.gov/transportation/West-Marginal-Way-
SW-Improvements

開放日當天如需口譯員或殘障人士如有特殊要求，請於會議開始前3天致電
206-400-7511或發郵件至  WestSeattleBridge@seattl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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