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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센터 시티’란?

‘원 센터 시티’는 다양한 커뮤니티와 시각,

파트너들이 함께 모여 시애틀 센터 시티 이웃들이
서로 함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20년 계획을 세우고
일해나가는 20년 장기기획안을 말합니다.
시애틀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좀더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시애틀시의 미래에 대한 계속을
수립하는데 시애틀시, 킹카운티 메트로 사운드 트랜짓
그리고 시애틀 다운타운 번영회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 센터 시티’는 단기 계획과 함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과 모두를 위한 공공장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 20년 계획을 수리할 것입니다.

오늘의 센터 시티

센터 시티는 시애틀의 10개 밀집지역과 급성장하는 지역을 포함합니다.

nearly

거의매일 23만 시민들이
시애틀 근교 지역에서
PEOPLE
시애틀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PER
DAY
in and out of Center City

70,000+
7 만이
넘는 주민들
RESIDENTS

현재에 60
개이상의
상업건물들이
residential and
commercial
projects
공사
중에
under construction
있습니다.

60+

250,000
25
JOBS만개의 일자리
시애틀시가 주도하는
기획안

시애틀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20년동안시애틀지역이
거주지와 직장들이 시애틀시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시 안에 편리한
교통시설을 제공하고 가로등을 더많이
설치해서 도로를 환하게 밝힐것이며
노스게이트지역(2021)과 린우드 그리고
오버레이크(2023), 페드럴웨이와
다운타운 레드몬드를 (2024)연결하는
전차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2035

5만5천개의

55,000

일자리가 창출될
MORE JOBS
것입니다.
203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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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우리가 어떤 방법들로
쉽게 변화를 줄것인가?

대중을 위한 시애틀시의 기획안은 몇년동안
잘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다면 더욱 지연되고 점점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시애틀시와 함께 하는 파트너 단체와
커뮤니티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시애틀시의
계획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상 도로 운영
시애틀시는 많은 거리들을 발전시키는데
균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까지의 장기 기획안들

내년까지 킹카운티의 사운드
트랜짓은 최선을 다하여
대중교통의 편리를 위하여
노력을 할것입니다.
빠르면 2018년 가을에 달라진
대중교통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년후의
시애틀시의 변화된
모습은?

방법들로는 거리를 넓이고 신호등을 보강할
것입니다。

향후 20년동안의
가까운 시애틀시의
대중교통기획안들이 많이
발전될 것입니다.

트랜짓 서비스 구조조정
다운타운으로 들어오는 버스 노선을
경전철과 연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트랜짓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연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시애틀시는 보행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또는 비행기,
자전거 통행자, 운전자들의
편리한 교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행자 및 공중지역 개선
시애틀시로 들어오는 보행자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보강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길이 되어서 트랜짓 이용자들에게 유쾌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웹싸이트를 들어가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보시기 바랍니다.

시애틀시의 자전거 도로 확보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여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시에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프로그램 및 관리 전략
대중교통 기획안 내용 중에는 많은 차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파킹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며 방문자들들이 좀더 편리하게
자신들의 목적지까지 쉽고 빠른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협력 단체들과 주도적인 역활을 하는 지역의
리더들은 가까운 시일 안에 시애틀의
대중교통이 어떤 방법들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의견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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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후 시애틀의 변화된
모습은…

•
•
•
•

우리가 살고있는 지역들이
변화가 되어있는가 봅시다?
시애틀시의 다른 지역들과
연결?
시의 도로와 공공장소
경험?
가정과 사업장에 편안함
제공?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시애틀시를 경험하는방법

질문이 더있으실
경우
‘원 센터 시티’와 단기
계획안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곳을
클릭해보시면 됩니다.
OneCenterCity.org

소통의 통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이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곳에 이메일을
하시면됩니다.
info@OneCenterCity.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