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지역에 도로 재포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승인한 타코마 스트리트 이니셔티브
(Tacoma Streets Initiative)에 따라 올해 여러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유지보수 작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3개월 뒤부터 시작해,
작업팀이 여러분 지역에서 준비 작업을 실시한 후
도로 포장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Para más información en Español (Spanish),
visite cityoftacoma.org/TSR
សម្រាប់ព័ត៌មានបន្ថែមជា ភាសាខ្មែរ (Khmer),

សូមចូលទៅកាន់គេហទំព័រ cityoftacoma.org/TSR

한국어 (Korean)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ityoftacoma.org/TSR 을 확인하세요

Для получения дальнейшей информации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Russian),
посетите сайт по адресу cityoftacoma.org/TSR
Muốn biết thêm chi tiết bằng Tiếng Việt (Vietnamese),
hãy vào cityoftacoma.org/TSR

City of Tacoma
Public Works Department
2324 South C Street
Tacoma, WA 98402

도로 재포장에 따른 교통 통제
여러분 지역의 재포장
작업은 앞으로 3개월 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역의 재포장 작업은 앞으로 3개월 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는 예상 착수 시점이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 준비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1-4일 가량 소요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통과 차량의 도로 이용은 통제되지만 지역
내 차량 이동 및 진입로 접근은 허용됩니다.
다음은 도로 포장 단계이며, 이 작업은 도로 준비
작업이 있고 1-3주 후에 실시됩니다. 이는 도로를
2-3인치 두께의 아스팔트층으로 재포장하는
작업입니다. 포장 작업 실시 당일에는 도로
교통이 통제되며, 약 오전 8시경부터 오후 5
시경까지는 도로/진입로에 대한 차량 접근이
완전히 통제됩니다. 작업이 완료되고 4-6시간
후에 작업팀이 도로를 다시 개방할 예정입니다.
모든 작업은 기상 조건의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 통제 실시 48시간 전, 해당 지역 독자
게시판을 통해 도로 통제 날짜 및 시간
목록을 포함한 최신 소식과 추가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도로 재포장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부동산
소유주 및 공공 서비스(유틸리티) 업체는 5년간
도로를 굴착할 수 없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부동산 소유주들께 사유지측 하수도 점검을
받고 상태를 확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cityoftacoma.org/SideSewer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cityoftacoma.org/TacomaStreets를
참고하시거나, 이메일(TacomaStreets@cityoftacoma.org)
또는 전화((253) 591-5495)로 거주 지역 프로그램
감독관(Residential Program Superviso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목이 길거리로 뻗어나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가지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뭇가지는 차도 표면으로부터 최소
14피트 높이에 있어야 하며, 인도 표면으로부터
최소 8피트 높이에 있어야 합니다.
• 준비 작업 및 유지보수 작업 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타코마 시 공공사업부(Public Works
Department)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네의 작업이 완료되면
타코마 스트리트 이니셔티브 설문조사
(Tacoma Streets Initiative survey)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cityoftacoma.org/TacomaStreets를 방문해
본인이 경험하신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