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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 시애틀 고가 다리 2022년에 재개통
2020년 3월, 시애틀 교통국(SDOT)

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차량의 웨스트 시애틀 고가 다리 

통행을 폐쇄했습니다. 2020년 11월, 

SDOT 및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제니 

더컨 시장은 다리를 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리는 2022년에 재 

개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행, 휠체어, 자전거 및 스쿠터 타기는 교통 체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웨스트 시애틀을 재연결하고 다리의 폐쇄로 가장 크게 영향받은 
인근 지역 내 교통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행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리가 폐쇄되어 있는 동안,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합니다. 가능하다면 
귀하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찾아 
주십시오 :

 ■보행, 휠체어, 자전거 또는 스쿠터

 ■버스 또는 수상 택시 타기

 ■카풀 또는 라이드셰어

 ■근교에 머무르며 로컬에서 쇼핑하기

이러한 방법들로 교통 체증을 줄이고 영향권 내 커뮤니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우회로를 지나갈 때 표기된 제한 속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리 폐쇄 기간 중 이동에 대한 아이디어나 
자료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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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부터 저층 다리에 벌금 부과

저층 다리는 현재 일반 차량의 야간 통행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밤9시부터 오전5시 사이). 그 외의 
시간대에는 응급 차량, 중량 화물차, 버스에게만 
허용됩니다.

2021년 1월을 시작으로, 오전 5
시에서 밤 9시 사이에 이 다리를 
통행하는 일반 차량에게는 운행 당 
$7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간대를 잘 보시고 통행 계획을 
세우십시오. 더 자세한 사항은: 
www.seattle.gov/transportation/LowBridge 저층 다리는 동쪽을 바라봅니다.

2021년 인근 지역 개선

웨스트 마지널 웨이SW 개선
웨스트 마지널 웨이 (W Marginal Way SW) 를 더 
안전하고 접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지역 
사회와의 소통 및 참여가 이번 달부터 시작됩니다.

홈존(HOME ZONE) 플래닝
우회 교통량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조지타운, 
사우스파크, 하이랜드 파크와 협력하여, 각 
지역에 홈존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홈존은 
이웃 전체가 협력하여 교통량을 줄이고 보행자 
이동성 및 주민의 거주성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더 많은 정보 및 피드백은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seattle.gov/ReconnectWestSeattle.

SW Spokane St 과 W Marginal Way SW 의 교차로.

웨스트 시애틀 고가 다리 폐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현황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저희는 다리를 수리하는 동시에 여러분에게 진전 현황 및 
주요 이정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성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분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그룹이나 조직의 가상 회의에 저희를 초대해 
주십시오.

 ■귀하의 의견을 이메일이나 전화로 알려 주십시오: 
WestSeattleBridge@seattle.gov or (206) 400‑7511

 ■저희 웹사잇에 등록하시어 매주 위클리 소식지를 받아 
보십시오: www.seattle.gov/ReconnectWestSeatt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