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2020년에 설계 및 환경 영향 평가 중에 오프라인 및 온라인 오픈 하우스를 통해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설계/환경 평가
2019–2021년
대안 평가
2019년 9월 – 2020년 6월

타당성
조사
2017년
완료됨

12월 - 3월

선호 대안 선택
2020년 여름

30% 설계 완료
여름/가을 2020년

허가 취득 및
공사
부지 확보 2022–2023년
2021–2022년

부지 소유주
브리핑

부지 소유주
브리핑

4월

지역사회 브리핑 및
프레젠테이션

지역사회 브리핑 및
프레젠테이션(미정)

온라인 오픈 하우스,
설문 조사 및
프레젠테이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오픈 하우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오픈 하우스(미정)

부지 소유주 브리핑
지역사회 브리핑 및
프레젠테이션

예상 프로젝트 비용
설계

280–380만 달러

용지

150–210만 달러

건설

1810–2490만 달러

총 프로젝트
비용

2300–3020만 달러

시는 연방, 지역 및 카운티 자금으로
1천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총
프로젝트 비용은 현재 2,300–3,021
만 달러로 추산되었으며(설계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로 조정될
것임), 시는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
Lea Bonebrake, P.E.,
lbonebrake@shorelinewa.gov
쇼어라인 시, 프로젝트 책임자
206-801-2475

번역 서비스
쇼어라인 시와 통신하거나 다른
언어로 된 문서를 보시려면 연락처
정보와 함께 clk@shorelinewa.gov로
요청하거나 206-801-270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Si quisiera comunicarse con la
ciudad de Shoreline o revisar un
documento en otro idioma, envíe su
solicitud junto con su información
de contacto a clk@shorelinewa.gov
o llame al 206-801-2700.
如果您想與 City of Shoreline 進行交
流或檢視以另一種語言提供的文件，
請將您的請求連同您的聯絡資訊發送
到 clk@shorelinewa.gov 或請致電
206-801-2700。

City of Shoreline에 연락하고 싶거나
다른 언어로 된 문서를 검토하려면
연락처 정보와 함께 요청서를
clk@shorelinewa.gov 로 제출하거나
206-801-270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Nếu quý vị muốn liên hệ với Thành
phố Shoreline hoặc đọc tài liệu bằng
ngôn ngữ khác, vui lòng gửi yêu cầu
cùng với thông tin liên hệ tới địa chỉ
clk@shorelinewa.gov hoặc gọi
206-801-2700.
Kung gusto mong makipag-usap
sa Lungsod ng Shoreline o suriin
ang isang dokumento sa ibang
wika, pakipadala ang iyong
kahilingan kasama ng iyong
impormasyon sa pakikipag-ugnayan
sa clk@shorelinewa.gov o tumawag
sa 206-801-2700.
የሾርላይን ከተማ ጋር ለመገናኘት ከፈለጉ ወይም
አንድን ሰነድ በሌላ ቋንቋ ለመከለስ ከፈለጉ
ጥያቄዎን ከመገኛ መረጃዎ ጋር በማድረግ በ

clk@shorelinewa.gov ላይ ኢሜይል ያድርጉ
ወይም በ 206-801-2700 ላይ ስልክ ይደውሉ።
ምስ ከተማ ሾርላይን ክትዘራረቡ ወይ ድማ
ሰነዳትኩም ብካልእ ቋንቋ ከተገምግሙ ምስ
እትደልዩ፡ ጠለባትኩም ምስናይ ናይ መርከቢ

추가적인 프로젝트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ሓበሬታኹም ናብ clk@shorelinewa.gov

shorelinewa.gov/148thbridge

ደዉሉ።

ስደዱ ወይ ድማ ብቑጽሪ 206-801-2700

N 148번가 차 없는 다리
사람들을 주변 지역 및 지역 대중교통과 연결하는 보행자/자전거 전용 다리
프로젝트 개요

위치

쇼어라인 시는 성장과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운드 트랜짓(Sound
Transit) 경전철 개통, 경전철 및 버스
환승을 위한 새로운 쇼어라인
사우스/145번가 역(Shoreline
South/145th Station) 건축 그리고 그
밖의 발전으로 주민들은 이런 증가하는
서비스 및 시설과 확장되는 보행자 및
자전거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는 N 148번가(N
148th Street)에 주간 고속도로 5(I-5)
위를 지나는 새로운 보행자 및
자전거용 육교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새로운 다리는 N 148번가에서 I-5를 가로지르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넓고, ADA(미국 장애인법) 표준을 준수할
것입니다.

‣ 교량 동쪽 진출입부: 다리는 I-5 동쪽의 새로운 환승 센터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 서쪽 트레일 연결: 다리는 1번 대로 NE(1st Avenue NE)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프로젝트 구역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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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h Ave NE

2016년과 2017년에 시 직원들은 I-5
위를 지나는 이 연결로의 위치를
평가하고 추천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N 148번가 역의
위치가 건설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며,
가장 많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고,
가능한 경로들 중에서 쇼어라인
사우스/145번가 역까지 가장 짧고
직접적인 접근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I-5를 횡단하는 다리 길이: 어떤 종류의 다리가 만들어집니까?

1st Ave NE

이 다리는 I-5 위를 지나는 중요한
새로운 보행자/자전거 연결로를
제공하고, 안전을 향상시키며, 이동
시간을 줄이고, 향후 쇼어라인
사우스/145번가 역에서 지역 대중
교통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것입니다.

교량 설계와 함께 서쪽의 트레일 연결부와 교량 동쪽의 진출입부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고 기능하며, I-5 양쪽의 지역사회와 어떻게 통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민 의견이 필수적입니다. 시는 다음 세 가지 요소의 설계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을 구할 것입니다.

NE 149th St

NE 148th St

N 147th St

N 145th St

기호 설명 ■
■
■
비례척이 아님.

NE 145th St

N 148번가 차 없는 다리
링크 경전철 트랙
쇼어라인 사우스/145번가 역(경전철, 버스 구역, 승객
하차, 주차장 및 통로 포함)

교량 옵션
동서쪽 연결. 다리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넓을 것이며, ADA(미국
장애인법) 표준을 준수하여 건설될 것입니다.
각 설계는 주로 부지 밖에서 제작할 수 있으므로 I-5
에 대한 공사의 영향은 최소화됩니다.

설계 옵션
서쪽 트레일 연결 옵션
인근 지역 연결. 서쪽 접근방식은 다리와 1번 대로
NE를 연결하는 보행자/자전거 연결로를 개선할
것입니다. 두 가지 옵션 모두에서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지역과의 긴밀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옵션 1: 복합 아치교
이 옵션은 I-5 위를 지나는 주 아치와 다리 서쪽의 보다
작은 아치로 이루어집니다. 아치에는 상공에 강철
지지부가 있고, 케이블 또는 강철로 된 수직 지지부가
있습니다. 방벽 난간이 수직 지지부의 내부에 설치되어
물건이 아래의 주간 고속도로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Trail

1st Avenue NE

Bicycle route

다리 동쪽 진출입부 옵션
Light rail tracks ➤

옵션 2: 연결 아치교
나란히 놓인 2개의 아치교가 서로를 향해 기울어진 형태로 설치되고
지지 케이블이 연결됩니다. 이 케이블은 다른 옵션들보다 더 많은
공간과 조명을 제공할 것입니다. 방벽 난간이 케이블의 양쪽에
설치되어 물건이 주간 고속도로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NE 149th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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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3 : 트러스교
트러스교는 삼각형의 "트러스"를 형성하는 연결 부분들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높은 지점에서 이 다리는 다른 옵션들보다
약간 낮습니다. 물건이 아래의 주간 고속도로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트러스 내부에 방벽 난간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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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1: A-프레임 램프
사운드 트랜짓 경전철 트랙은 경사로와 계단 위를 지나서
역으로 연결됩니다. 가장 낮은 지점에서 다리와 경전철
트랙 사이의 간격은 약 8피트(약 2.4m)입니다.

프로젝트 설계의 각 부분에서 프로젝트 팀은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팀은 올해 늦은 봄에 기술 요구 사항과 지역사회 의견을 바탕으로 선호 대안을 선택할 것입니다.

옵션 1:
최소 건설
이 옵션에는 1번 대로 NE
와 다리를 연결하는 폭 8
피트(약 2.4m)의 트레일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교회
부지의 기존 주차 공간을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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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2:
전면 건설
폭 16피트(약 4.8m)의 공유 도로 및
완충 녹지가 개선된 1번 대로 NE를
다리와 연결합니다. 이 옵션은 시가
인접 교회들의 토지를 추가로 이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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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중 교통 이용. 동쪽의 진출입부는 경전철 트랙 밑을 지나서 새로운 역과 미래의 트레일 얼롱 더 레일
(Trail Along the Rail)로 연결됩니다. 모든 옵션에는 I-5를 따라 영구적인 방음벽이 포함됩니다.
Light rail tracks ➤

Light rail trac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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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2: 스위치백 램프
보다 완만한 경사로(경사도 약 4%)와 계단이 경전철역으로
연결되는 지그재그형 램프. 가장 낮은 지점에서 다리와
경전철 트랙 사이의 간격은 9피트(약 2.7m)를 약간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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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3: 다이렉트 램프
이 설계는 경전철역과 미래의 트레일 얼롱 더 레일로
보다 직접적인 접근을 제공합니다. 가장 낮은 지점에
서 다리와 경전철 트랙 사이의 간격은 8.5 - 9피트(약
2.7m)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