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이 의료 치료 제공인이 내린 정의에 따라 생명을 구하는 의료치료를 받기 위해 저층 다 리 통행 접근권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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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워 스포캔 스윙 브릿지(저층 다리)
생명을 구하는 의료치료 접근

웨스트 시애틀 고가 다리 프로젝트 

승인은 생명을 구하는 의료치료와 명확하게  관련된 통행만을 위한 것으로 당신 의료인이 당신이 웨스트 
시애틀로 가고 오는데 연장된 이동 시간이 당신 건강에 해로운 위험이라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저층 다리 접근은 일반 통행, 긴급하지 않은 검사, 임산부의 정기적 의료 방문, 예방접종, 또는 다른 긴급하지 않은 
의료 예약에는 허락 되지 않습니다. 

접근을 요청하는 단계

1: 섹션 1을 완성하세요: 신청자 정보 
2: 당신의료인이 섹션 2를 완성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정보와 사무실도장 또는 처방전이나 의료 사무실의 인쇄된 
편지지에 별개의서명된 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섹션1, 섹션2 와 서명된 허가증을  LowBridgeAccess@seattle.gov 에 이메일로 보내 거나  (서류의 스캔 또는 
사진이 될수 있습니다) 우편 으로 보내세요: Traffic permits, ATTN WSB, Seattle Dept. of Transportation, PO Box 
34996, Seattle, WA 98124-4996
4: 본양식을 제출한다고 당신이 저층 다리통행 접근권을 갖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 은 저층 다리를 사용하기 
전에 시애틀 교통국 으로 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섹션1: 신청자 정보

신청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서명 
X

서명을 하므로서 당신은 이 뒷장에 있는 조건 과 개인정보 
정책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그내용 에 순응할 것입니다.

시애틀 교통국

질문이 있거나 당신의 언어로 도움이 필요하거 나 본양식에 도움이 필요하면, LowBridgeAccess@seattle.gov 또는 
206-400-7511. 로 연락하십시요. 이름, 연락정보, 필요한 언어를 보이스 메일로 남기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이름을 인쇄 또는 타이프하십시요  (성, 이름, 중간이름 첫글자)

우편주소 ( 해당된다면, PO Box 또는 거리주소 와 아파트 번호) 도시 주 우편번호

(지역번호) 낮시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의료인 이름 ( 섹션 2를 완성하는 사람 이름과 성) 신청서 종류 
           새 신청서 
           전에 승인받은 신청서의 연장

번호판 2개까지: 한개는 당신을 위해, 또 한개 는 이차 번호판으로 또는 당신 간호사나 간병 인을 위해.

 번호판 1 주  번호판 2 (필요시) 주

mailto:lowbridgeaccess%40seattle.gov?subject=Low-Bridge%20Medical%20Access%20Applicaion
mailto:lowbridgeaccess%40seattle.gov?subject=Low-Bridge%20Medical%20Access%20Applicaion


저층 다리 접근 조건:

1: 당신 의료인은 당신의 임상조건과 치료 프로 그램이 당신이 의료 예약과 치료에 가거나 또 는 돌아올 때 저층 다리의 
사용이 정당한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의 의료상태나 치료에 대한 정보를 이 신청서에 기입하지 마십시요.
2: 본양식과 당신 의료인의 개별적인 서명한 허가증을 다음달 통행을 확보하기위해 그달 15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시애틀 교통국 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6월1일부터 접근을 위해 시애틀 교통국은 5월15일까지 완성된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3: 승인은 생명을 구하는 의료치료와 명확하게  관련된 통행만을 위한 것으로 당신의 의료인이 더 짧은 이동이 당신의 
의료 상태로 인해 정당 하다는 것을 결정합니다. 
4: 저층 다리 통행은 일반 통행, 긴급하지 않은 검사, 임산부의 정기적 의료 방문, 예방접종, 다른 긴급하지 않은 의료 
예약에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5: 당신의 저층 다리 통행은 저층다리에 너무 많은 교통량이 있거나 다른 수송관리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신에게 통고될 것입니다.
6: 당신이 저층 다리를 통행하는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통행수가 넘는 경우에는 접근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7: 통행이 90일간 승인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의료 치료가 90일 이상을 지속하는 경우는 통 행 프로그램에 재등록을 하기 
위해 새신청서를  90일 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8: 완성된 생명을 구하는 의료치료 접근 신청 서를 제출하는 것은 당신에게 저층 다리에 접 근이 제공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완 성의 또는 부정확한 신청서 또는 기록은 지연 또는 거부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통 행 승인을 
받는 경우에 승인이 기록된 편지가 통행 시작 전 달 22일에 이메일로 올 것입니다.   당신 기록을 위해 승인 편지를 
보유하십시요.  당신은 저층 다리를 사용전에 승인 이메일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없이 저층 다리에서 운전 을 하면, 
제한된 시간에 운전 할 때마다  $75의 티켓을 받을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이 평일은 오전5시에서 오후 9 시이며 주말에는 
오전 8 시에서 오후 9시 입니다.  

사생활, 데이터, 그리고 정보 공개 요청:

시애틀 교통국은 승인된 번호판 번호가 저층 다 리 이동을 몇번하는지 기록할 것입니다. 저층 다리에 접근을 요청함으로서, 
당신은 관찰과 평가 목적을 위해 당신의 저층 다리 이동정보 의 사용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본 이동기록은 또한 워싱턴 
공공기록법에 적용되며 3자 요청 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시애틀 교통국에 준 당신의 이름과 번호판 번호 를 포함한 개인정보는 워싱턴 공공기록법에 적 용되며 3자 요청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시애 틀시에서 우리는 당신의 사생활 보호에 전념하 며 어떤 공개든지 법에따라 할 것을 보장할 것 입니다. 
이런 정보를 다루는 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면,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참조하십시요.    
 (www.seattle.gov/tech/initiatives/privacy/privacy-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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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attle.gov/tech/initiatives/privacy/privacy-statement


의료인 정보:

아래 부분을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 뿐 아니라, 당신은 이 서류에 사무실/의료인 도장 또는 사 무실의 인쇄된 편지지나 
처방전에 별개의 서명 이 된 허가증을 제공해야 하는데 다음을 서술 해야 합니다: 
1: 신청자 이름과
2: 그들이 한 상태로 인해 생명을 구하는 의료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것으로 그들의 저층 다 리 접근 특권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당신의 환자에 대한 의료정보를 나누지 마십시요. 본양식과 당신이 서명한 허가증을 신청자에게 돌려 주십시요.   

섹션2: 의료인
의사, 내과 의사, 또는 임상 간호사가 신청자가 섹션1을 기입한 후 이부분을 기입합니다.

의료인의 이름  (성, 이름, 중간이름 첫글자) 을 인쇄 또는 타이프하십시요. 

전문직 설명 전문직 면허증 번호

사무실 주소   (해당된다면, PO Box 또는 거리주 소와 건물/사무실 번호) 도시 주 우편번호

(지역번호) 낮시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내 환자는 생명을 구하는 의료치료를 받고 있 으며 웨스트 시애틀에 가고 돌아 오는데 연장 된 이동시간이 내 환자 
건강에 해로운 위험입 니다. 생명을 구하는 의료치료의 예는 화학치 료, 방사선 치료, 투석, 수혈을 포함하나 이것에 
제한된 것은 아니며, 웨스트 시애틀에 시설로 가거나 돌아와야 합니다 . 

나는 상기이름의 신청자는 생명을 구하는 의료 치료 를 받고 있으며 의료치료 예약에 가고 돌 아오기 위해 로워 스포캔 
스트릿 스윙 브릿지 (저층 다리) 의 사용이 정당하다고 증명합니다.

나는 사무실/의료인 도장 또는 인쇄된 편지지 또는  처방전에 별개의서명된 허가증을 제공 합니다. 

다음을 대답하십시요.

날짜와 장소 (도시/카운티) :

X
의료인 서명 (MD, DO, ND, ARNP, 또는CNM)

환자 이름  (성, 이름, 중간 이름 첫글자)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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