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City of Ryde is pleased to advise that construction is due to commence on a new multi-level short stay carpark 
at 53-71 Rowe Street, Eastwood. This is to address the parking demand for shoppers in the area and help boost 
the local economy. 

What will the works involve?

The carpark will provide 146 spaces with entry/exit points via Rowe Street and exit only via Rowe Lane. The 
carpark will contain a passenger lift, CCTV security system and disabled car spaces. Also a number plate 
recognition car park management system and an EV charging station.

When will the works take place?

Works are scheduled to commence early October 2020 and are planned for completion by July 2021, weather 
permitting. Please note that the existing carpark will be unavailable for use.

The works will be carried out between out Monday to Friday between the hours of 7.00am and 7.00pm and on 
Saturdays between the hours of 8.00am and 4.00pm. Every effort will be made to minimise inconvenience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and appreciate your patience during this time.

What are the parking changes?

As part of this project Council will be converting the existing unrestricted parking in Ethel Street and May Street to 
2P parking (8.00am-6.00pm Monday to Sunday) during these works (October 2020 to July 2021) to accommodate 
the short term parking demand for local businesses and residents (see map below). Council has also created an 
additional 32 spaces on East Parade (South of First Avenue) by formalising the street parking to  
90 degrees.

WORKS NOTIFICATION: 
CONSTRUCTION  

OF A MULTI-LEVEL  
DECK CARPARK AT  

53-71 ROWE STREET, EASTWOOD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Project Manager: Mark Barrett 
Phone: (02) 9952 8027 
Email: MBarrett@ryde.nsw.gov.au  
or visit www.ryde.nsw.gov.au/RoweStEast

ETHEL ST

RA
IL

W
A

Y 
PD

E

MAY ST

M
A

Y 
LN

ETHEL LN

ETHEL LN 

Existing ½ P Zone

Existing 1P Zone

No Stopping

Police Parking

Bus Zone

Disabled Zone

2P Zone  
(8.00am-6.00pm Monday to Sunday)

Legend

G) City of Qyde nettletontri be 

DESIGN MAY BE SUBJECT TO CHANGE

DESIGN MAY BE SUBJECT TO CHANGE



G) City of Qyde nettletontri be 

DESIGN MAY BE SUBJECT TO CHANGE

DESIGN MAY BE SUBJECT TO CHANGE

라이드 시티는 이스트우드 Rowe Street 53-71번지에 곧 신규의 복층 단기 주차장 공사가 시작됨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것은 해당 지역 쇼핑객들의 주차 수요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공사에 포함되는 사항은?

이 주차장은 146대의 주차 공간을 제공하며 Rowe Street에서는 입구와 출구 그리고 Rowe Lane에서는 출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승객용 승강기, CCTV 보안 시스템 및 장애인 차량 공간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차량 번호판
인식 주차장 관리 시스템과 EV (전기차) 충전소가 구비될 것입니다.

공사 시작 시기는?

공사 시작 일정은 2020년 10월 초, 그리고 완공 예정 시기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2021년 7월이 될 것입니다. 해당 
기간에는 기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수행될 
것입니다. 저희는 공사 기간 중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인내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변경사항은?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의회는 이 공사 기간 (2020년 10월에서 2021년 7월까지) 동안 Ethel Street와 May Street
에 있는 기존의 무제한 주차를 2P 주차 (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8시 - 오후 6시)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사업체와거주
민을 위한 단기 주차 수요를 수용할 것입니다 (아래 지도 참조). 시의회는 또한 East Parade (First Avenue의 남쪽)
에노상 주차를  90도로 공식화함으로써 추가로 32대의 주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공사 통보: 
복층  

데크 주차장 
공사  

(주소: 53-71 ROWE STREET, EASTWOOD)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연락처: 
프로젝트 매니저: Mark Barrett 
전화: (02) 9952 8027 
이메일: MBarrett@ryde.nsw.gov.au  
또는 www.ryde.nsw.gov.au/RoweSt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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