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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 Creek 지역의 새로운 하수도 현장 작업이 7 월에도 계속됩니다.
King County 는 Bellevue 및 Newcastle 을 지원하는 지역 하수도를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이 작업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팀은 토양 및 지하수 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Coal Creek 자연 지역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파이프 라인 경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ing County 프로젝트 팀은 7 월 25 일 일찍부터 Coal Creek Parkway 및 인근 도로를 따라 시험용 구멍을
뚫기 시작할 것입니다. 카운티 프로젝트 팀은 현재 Coal Creek 자연 지역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파이프
라인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수도는 성장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 필요한 용량을 제공할 것이며,
Coal Creek 기존 위치에서 대부분의 파이프 라인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드릴 작업은 Coal Creek Parkway 및 인접한 세 개의 도로를 따라 몇 군데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작업반이
각 장소에서 드릴 작업하는 데 2~4 일이 소요됩니다. 현재 새로운 하수도 건설은 2021 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작업 지역에 대해서는 뒤의 지도를 참조하십시오.
공사 중 협력할 사항:
킹 카운티는 귀하가 사전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나 우려 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이 숙지해야 할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

작업 시간 동안 드릴 작업 근처의 주행 차선, 자전거 차선 및 보도 폐쇄가 있을 예정입니다.

•

필요한 경우, 48 시간 이전에 공지를 위한 메시지 표지판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

작업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 시부터 오후 3 시 30 분까지입니다.

•

주변 거리 드릴 작업은 낮 시간 동안 진행되며, 거주지 및 도로에 대한 접근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드릴 장비는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연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킹카운티는 www.kingcounty.gov/CoalCreekSewer 에 업데이트를 게시합니다.

•

Monica Van der Vieren 전화 206-477-5502 또는 monica.vandervieren@kingcounty.gov 로 이메일을
주십시오.

•

468-311 번으로 KING COALCREEK 을 입력하여 문자 알림을 신청하십시오.

이 지역을 지날 경우, 천천히 운전하고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및 근로자들을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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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한 대체 형식
206-477-5371 / 711 (TTY 릴레이)

작업반 및 장비는 Coal Creek Parkway 및 주변 도로를 따라
위치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