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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에 관하여
Everett Link Extension은 지역을 통틀어 집과
일터로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Snohomish County 주민들을 지역 경전철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16마일의 경전철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확장하는 fleet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Operations and Maintenance
Facility (관리 시설)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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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과 포용성
Sound Transit은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며, 더 광범위한 지역 사회 내에서
인종 평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인종 차별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택,
교육, 의료 시설 및 취업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대중 교통을 계획, 건설 및 운영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노호미쉬 카운티 경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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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nnwood, 통합되지 않은 Snohomish County 및
Everett 커뮤니티를 통과하는 16마일의 경전철
서비스.
• SR 99/Airport Road에 6개의 새로운 역과 1개의
임시 역 (아직 지원받지 못한).
임시 스테이션은 계획, 예비 엔지니어링 및 환경
검토에 자금을 지원하지만 설계 및 시공에는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 초기 작업은
추가 설계 및 건설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활용됩니다.

운영 및 관리 시설 북쪽
*날짜는 현재 재무 예측 및 비용 견적을 바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및 목표
일정을 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 연대표 및 이정표(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목적지까지 빠르고 빈번한 서비스:
에버렛에서 린우드까지 33분.

• 지역 경전철의 연결망 전체를 지원합니다
• 열차와 선로는 지속적인 청소 및 유지 보수를
받으므로 승객들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탈 수
있습니다.
• 북부 Snohomish 카운티의 고숙련, 고임금 일자리
및 경제 성장 기회를 지원합니다.

에버렛에서 시애틀 다운타운까지 60분.
기차는 피크 시간에 4~6분 간격으로, 정오/주말/저녁에는
10~15분 간격으로 도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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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연대표
저희는 여기 있습니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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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21 ~ 2026

대안 개발

설계

공사

2026 ~ 2029
대중의 참여

2030 ~ 2036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037-2041

대중의 참여

환경성 검토
대중의 참여
*OMF North의 개통 목표는 2034년이다.

프로젝트 일정 및 비용
부동산 및 건설 비용의 급격히 상승하여
미래의 트랜짓 확장 사업의 예상 비용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21년 8월
5일 Sound Transit Board는 기관 시스템 확장을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역할을
할 재편성 계획을 도입했습니다.
Everett까지 경전철을 연장하기 위한 Sound Transit
의 목표 일정은 2037년입니다. Sound Transit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약 6억 달러의 예상되는 경제성 격차를 줄이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 격차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Sound Transit은 지역, 주 및 국가 차원에서
자금과 지원을 늘리고 파트너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프로젝트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격차를 좁힐 수 없다면 현재의 재정적
가정에 따르면 2037년까지 SW Everett에, 2041
년에 Everett 역에 서비스를 개통하는 것이 저렴할
것입니다.
soundtransit.org/realignment 에서 사운드 트랜짓
이사회의 응답을 알아보십시오.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메일 업데이트를 구독하십시오 :

soundtransit.org/everettlink
통역사 800-823-9230
Español

Tagalog

401 S. Jackson St., Seattle, WA 98104
800-201-4900 / TTY: 711
이메일: main@soundtransit.org
웹사이트: soundtransit.org
대체 형식의 정보:
800-201-4900 / TTY: 711
이메일: accessibility@soundtransit.org

질문
커뮤니티 참여 팀에 문의 :
206-370-5533 또는 everettlink@soundtransit.org

팔로우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