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을 이용하거나 도심을 운전할 경우 미리 계획을 세우고
변경된 경로에 대한 준비를 하십시오.

• 우리는 다운타운 5번가와 6번가에 신규 통근시간 전용 버스
차선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 킹 카운티 메트로 노선 41, 74, 101, 102, 150, 255 및
SoundTransit 익스프레스 노선 550이 영향을 받습니다.
모두 15개의 버스 노선이 어떤 거리를 운행할 지 변경될
예정입니다.

• 여러분이 타고 있는 버스가 터널에 있다면 버스는 2, 3, 4, 5
또는 6번가에서 운행합니다.

• 이 터널은 오직 링크 경전철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2019년 3월 23일 시애틀 다운타운 환승
터널에서 나오는 버스를 기다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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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www.seattle.gov/traffic
을 방문하십시오. #SeattleSqueeze
정보 제공

1. 이 같은 영구적인 변화는 2023년까지 미국 시애틀 시내에서
이스트사이드까지 새로 이스트링크 경전철을 연결하고 워싱턴 주
컨벤션 센터 증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경전철
서비스는 신뢰할 수 있고 신속한 서비스가 보장될 것입니다.
2. 다른 버스 노선은 어떤 거리를 사용할지 변경될 예정입니다. 3월 23일
이전에 미리 계획하고 새로운 경로를 알아 두십시오.
3. 3번가에서 버스를 좀 더 빨리 탑승하여 웨스트레이크 Ave N을 따라
정차하려면 버스를 타기 전에 ORCA 카드를 찍고 열린 문을 통해
탑승합니다.
4. 이러한 변경은 #SeattleSqueeze 의 일부로서, 향후 5년 동안 민간 및
공공 건설 프로젝트에 따라 기존 교통 시스템에 변화을 가져올 것이며,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시애틀의 교통 방식이 많이 바뀔 예정입니다.
5. 이러한 변경은 #SeattleSqueeze 의 일부로서, 향후 5년 동안 민간 및
공공 건설 프로젝트에 따라 교통 시스템에 변경을 가져올 것이며,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시애틀의 교통 방식이 많이 바뀔 예정입니다.
6. 자전거, 버스, 자동차, 트럭 또는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여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추가
이동시간을 감안하십시요.

준비하기

2019년 1월 3주간의 SR 99폐쇄기간 동안 출퇴근시간을변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영구적인 변화를 권장해 드립니다. 여기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팁이 있습니다.
1. 버스 노선이 변경될 경우, kingcounty.gov/metro에서 새 버스 정류장을
찾으십시오.
2. 좀 더 일찍 또는 늦게 여행을 떠나 시애틀 다운타운의 비즈니스 및
관광 명소를 즐겨보십시오!
3. 가능한 드라이브는 피하십시오. 버스 자전거 또는 기차와 같은 다른
운송 수단을 사용하십시오.
4. 추가 이동시간을 감안하고 인내심과 유연한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5. 질문 및 아이디어를 알려 주십시오. www.seattle.gov/traffic을 방문하여
#SeattleSqueeze에 대한 모든 최신 정보를 얻으십시오.

206-684-7623 또는 684-ROAD@seattle.gov로 연락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