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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배수 시스템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
합니까?
시애틀 북동부에 비가 오면, 거리의 오염 물질은 처
리되지 않은 채 Thornton Creek(하천)으로 흘러 들
어갑니다. 이것은 하천이나 사람들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배수 시스템은 전통적인 빗물 관리 시스템의 
대안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도로 갓길(도로 가장
자리와 대지 경계선 사이의 공간)에 형성된 얕고 움
푹 패인 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뿌리 깊은 식물과 
스펀지 같은 토양으로 채워져 거리의 오염된 빗물
을 일시적으로 머금어 정수합니다. 이러한 특징들
은 오염 물질이 Thornton Creek에 도달하기 전에 오
염 물질을 포착하고 정화될 수 있게 합니다.

시애틀 공공사업부(SPU)는 2022년 
말/2023년 초에 귀하의 지역에 자연 
배수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 사회 혜택

자연 배수 시스템(NDS)은 오염된 빗물을 머금
었다가 정수하여 오염 물질이 Thornton Creek에 
도달하기 전에 제거합니다. NDS는 다음을 포함
하는 다양한 혜택을 현지 지역 및 생태계에 제
공합니다:

• 조경 증가

• 홍수 발생 위험 감소

• 거리를 따라 서식지 생성

• 보다 건강한 하천 생태계 조성

• 교통 진정 효과

• 더 많은 가로수

• 보행자 안전 개선

SPU가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킹카운티 
홍수 방지 지구(Flood Control District)으로
부터 부분적인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
는 또한 시애틀 교통국(Seattl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SDOT)과 협력하여, 자연 
배수 시스템을 설치하는 구역에 현재 보도
가 없는 경우에는 보도를 포함하도록 했습
니다. 팀은 본 프로젝트 설계에 보도를 추가
하도록 조정했으며, 이는 지역 사회에서 받
은 피드백에 부합합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시애틀 공공사업부(Seattle Public Utilities)에 문의하세요:
Arnel Valmonte | 프로젝트 관리자

Arnel.Valmonte@seattle.gov | 206-615-1438
www.seattle.gov/utilities/thorntonNDS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프로젝트 업데이트 수신을 위해 등록하십시오.

For interpretation services, please call 206-615-1438
如需要口譯服務，請撥電話號碼 206-615-1438

통역 서비스를 원하시면 206-615-1438 으로 전화하세요Para 
servicios de interpretación por favor llame al 206-615-1438 Về 

dịch vụ phiên dịch xin gọi 206-615-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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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역 지도

• NDS 개선 사항을 위해서 일부 진입로
를 공공 통행로의 10피트 폭 표준에 맞
게 복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가스 라인, 배수 설비 및 수도 시
설은 공사 중 조정이 필요합니다.

• 일부 우편함, 울타리, 초목 및 기타 구
조물은 보도, 도로 및 NDS 개선 사항으
로 인해 옮겨야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
남부 Thornton NDS 프로젝트는 현재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90% 설계 이정표에 도달했으며 2022년 
말/2023년 초에 이 다중 현장 프로젝트에 대한 공사를 시작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행자 개선 사항
보행자 안전은 SPU에 중요한 사안이며 
우리의 프로젝트 목표 중 하나입니다. 우
리는 시애틀 교통국(Seattl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SDOT)과 협력하여 현재 
공식화된 보도가 없는 거리에 아스팔트 
보행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이 프로
젝트의 일환으로 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지역 사회의 요청에 부합합니다.

주민들에게 예상되는 영향
우리는 NDS 설치를 위해 선택된 거리의 
변경 사항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설계 
후기 및 공사 기간에 걸쳐 인근 지역 사
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
는 각 주민과 함께 아래와 같은 영향에 
대해 조정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다음
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