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안내
2012 년 2 월 12 일

4 월 중 노면전차(streetcar) 공사 착공
시애틀 노면전차 퍼스트힐 노선(First Hill Line) 공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사운드 트랜싯(Sound
Transit)과의 투자 제휴를 통해 시애틀 시(City of Seattle)가
진행합니다. 차이나타운 인터내셔널 디스트릭트(Chinatown
International District)의 파이오니아 스퀘어(Pioneer Square)
경전철(Link Light Rail) 트랜싯 센터와 캐피털힐(Capitol Hill)을
오가는 핵심 연결망이 주 업무 지역, 의료 센터 및 고등 교육
기관을 통과할 것입니다.
2 년간 진행될 본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지하 기반 설비
작업입니다. 노선 인근의 수도 및 전력망은 재배치 혹은 보존될
것이며, 새로운 우수 저류 시설(stormwater detention facility) 및
전기 도관이 다수 설치됩니다.

공사 일정
2012 년 3 월 시공 이전 동원(Pre-Construction Mobilization)
2012 년 4 월 기반 설비 착공
2012 년 여름

선로 착공

2013 년 초

기반 설비 완공

2014 년 초

선로 및 도로 완공

2014 년 봄

시가 전차 서비스 개시

퍼스트힐 노선 공사가 다음과 같은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차선 통제 및 보행자 우회 – 주중에는
차선 통제, 주말에는 교차로 전면
통제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차로 전면
통제 시 이를 사전 통지할 것입니다.
보도 및 보행자 우회가 시행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업무 및 주거
지역으로의 진입은 계속 보장될 것이며
드라이브웨이 차단 시 이를 사전 통지할
것입니다.

주차 및 하역 제한 – 작업 현장
인근의 주차 및 하역 제한 조치가
장기간 시행될 것입니다.
야간 및 주말 작업 – 주중 일상 작업
시간은 오전 7 시부터 오후
5 시까지이며, 기반 작업은 인접
지역에 사전 통지 후 야간과 이른
아침 그리고 주말을 이용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단기간의 공공 서비스 이용 제한 –
수도관 교체 현장 공사 시 노면전차
노선에 인접한 일부 건물에 대한
단기간의 단수 조치를 3 회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SPU 고객 서비스
부서가 이를 통지하고 서비스 중단이
주민, 기업 및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정할 것입니다.

퍼스트힐 노면전차는 2008 년에 유권자가 승인한 Sound Transit 2, ST2 교통망 확대
계획에 따라 기금이 투자되는 시애틀 시와 사운드트랜싯 간 제휴 프로젝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