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 5 월 28 일
인근주민 및 관계자 우송
참조 : 오스틴시 : 오스틴 이벤트 센터 (ACE)
Q2 스타디움 – 오스틴 FC 의 홈
10414 McKalla Place Austin, Texas 78758
친애하는 주민 여러분,
오스틴의 메이저 리그 축구 (MLS) 팀인 오스틴 FC 는 MLS 가 2021 년 캠페인을 시작한 4 월 중순에 첫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오스틴 FC 는 첫 8 회의 경기를 계속 치를 예정이며 시즌 티켓 회원 이벤트를 위해
2021 년 6 월 12 일에 Q2 스타디움을 공식적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 후 Q2 스타디움에서 2021 년 6
월 16 일에 미국 여자 국가 대표팀 대 나이지리아 경기를, 6 월 19 일 오스틴 FC 의 첫 홈 경기로 산호세
어스퀘이크스와의 경기를 개최합니다.
Burnet / Braker 교차로의 남동쪽 코너에 위치한 Q2 스타디움은 2021 년 3 월 31 일에 건설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많은 시 기관, 컨설턴트 및 엔지니어와 협력하여 그 부지 및 인접
지역이 개선되었습니다. Aguilar Street 및 Braker Lane, Bright Verde Way 및 Burnet Road 의 교통
신호등, 보행자 인프라 개선, Burnet Road 의 이벤트 버스 정류장 등이 그 개선 사항의 예입니다. 오스틴
시의 회랑 프로그램 사무소와 수도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을 통해 향후 2 년 동안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스틴 FC 는 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그에
따라 행사 액세스 계획을 조정할 것입니다.
MLS + Q2 스타디움 행사 일정
MLS 일정에 따라 2021 년에 17 번의 정규 시즌 홈 경기가 있습니다. 연중 내내 더 많은 대회와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 년에 약 30 번의 '매진’ 예상
이벤트를 기획할 것입니다. '매진’ 시 관객수는 약 20,500 명 이상입니다. 대규모 행사는 축구 경기,
콘서트 및 기타 스포츠 행사 등입니다. 일년 내내 다른 중소 규모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들은 매진예상 행사보다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Q2 스타디움 개장의 영향
교통 통제 및 행사 관리 계획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전자 게시판, 교통 진행을
지원하는 제복 입은 경찰관, 원뿔형 차선 등 Q2 스타디움에서 어떻게 행사에 오가는 손님들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사는 주말에 잡혀 있고 저녁에 있으므로 교통혼잡 시간대에
Q2 스타디움 주변 지역 전체의 교통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Q2 스타디움은 응원 소리와 음악이
경기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설계된 지붕 및 음향 시스템으로 경기장 내에서 강력한 홈 필드 이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즌 내내 경기장 건물 라인에 '사운드 센티널'이 배치되어 이벤트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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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스타디움 주변 지원
오스틴 Fc 는 이웃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게임 전후의 교통 상황, 인근 주민 및 사업체 액세스,
주차 또는 소음 정도 등에 대한 문의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문의에
대해서는 오스틴시 리소스 3-1-1 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
•
•
•

행사 일정 웹 사이트 : www.austinfc.com/stadium/events
오스틴시 Q2 특별 행사 페이지 : www.austintexas.gov/Q2Stadium
24/7
이메일: neighbours@austinfc.com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근주민들이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전화와 문자는 Q2 스타디움의 직원이 행사 운영 중에만 모니터링합니다.
o 행사 중 전화: (512) 855-1930
o 행사 중 문자 : 35-ASK-VERDE (35-275-83733)

Q2 스타디움 인근주민회의 초대
우리는 오스틴 FC / Q2 스타디움의 패널, 오스틴 교통부 및 오스틴 경찰국, 회랑 프로그램실 및 수도
메트로 등 오스틴 이벤트 센터의 오스틴시 직원과 가상 주민회의를 주최합니다. 2021 년 6 월 8 일 화요일
오후 6 시로 예정된 이 회의에서는 행사 당일 교통 체증 완화 계획과 장기적인 교통 및 건설 업데이트를
검토합니다.
이 무료 가상 행사에 등록하려면 핸드폰으로 아래 QR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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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업 주최 팬 행사
해당 지역에서 고객의 추가적인 교통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사업체를 확장하는 데 관심이 있는
기업의 경우, 추가적인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ustintexas.gov/ace 를 방문하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피드백과 의사 소통에 열려 있는 좋은 이웃이 될 것을 기대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멋진 도시의 또 하나의 전설적인 장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던 엔케
경기장 운영 부사장

이 번역의 한국어 번역을 보려면 핸드폰으로 아래 QR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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