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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지역의 Link 경전철이 확장됩니다! 
Sound Transit (사운드 트랜짓) 은 2032년*에 West Seattle(웨스트 시애틀)
과 2037-2039년*에 Ballard (발라드)로 운행되는 13개의 확장된 신규 경전철 
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시애틀 지역 경전철의 주요 확장에는 다운타운 
지하의 신규 대중교통 터널과 수상 횡단 경로 두 개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역사상 대중교통에 대한 가장 큰 투자입니다.
시는 동네들과 고용 센터들 간의 빠르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연결을 보장하고 
또한 시애틀의 동네들이 더 포괄적이고 저렴하며 상호 연결된 목적지들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신규 경전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완료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ound Transit의 웹사이트  
(bit.ly/3Bq6VYQ)를 참조하십시오.

• 인종 형평과 사회 정의는 시의 경전철 역 및 노선 결정에 대한 근간이 
됩니다. 

• 여러분 동네의 새 경전철 서비스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 역 근처의 새로운 적정 가격 주택과 사업체는 거주하고, 일하고, 쇼핑할 수 
있는 더 많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동네들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주민들에게 교통 수단에 대한 실질적이고 
깨끗한 동력 대안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애틀시와 Sound Transit은 모든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참여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각 협력 
기관은 이 프로젝트를 지역 사회의 필요와 열망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시간 및 예산에 맞춰 
완료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조성하는 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역할역할

최종 결정을 내리는 Sound Transit 이사회에는 Bruce 
Harrell 시장과 시의원 Debora Juarez가 있습니다.

신규 역 주변 지역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택, 사업 및 열린 
공간을 계획합니다.

Sound Transit에 허가를 발행하여 역과 선로를 만듭니다.

잠정적 노선 편성 및 역 위치를 평가합니다.

계획, 환경적 검토, 경전철 시스템 설계를 진행합니다.

새 경전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행합니다.

West Seattle 및 Ballard 경전철 확장
지역 사회 연결 조성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seattle.gov/lightrail

계획에 동참해 주세요

시애틀에서 계획되고 있는 
두 개의 신규 Link 경전철 
노선

West Seattle Link 확장  
Alaska Junction에서 SODO까지 

Ballard Link 확장  
SODO에서 Ballard까지,  
신규 다운타운 터널을 통해

다른 Link 경전철 노선  
완료 또는 건설 중

평가가 아닌 소통 목적으로만 제작된 다이어그램.
대부분의 최신 역 위치 및 노선 편성은 Sound Transit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신규 역의 이름은 잠정적입니다.



계속해서 참여해 주세요
시의 다음 지역 사회 회의에 대한 정보 및 
업데이트 구독은 seattle.gov/lightrail을 
참조하세요.
Sound Transit의 최신 소식은 
soundtransit.org/wsblink에서 
확인하세요.

시애틀시 연락처 
Sara Maxana 
리더십 및 교통 
206.233.3369  
sara.maxana@seattle.gov

Vera Giampietro 
계획 및 설계
206.684.0431 
vera.giampietro@seattle.gov

Nicole Kistler 
참여
206.962.9266 
nicole.kistler@seattle.gov

일정표

역 주변 계획
Sound Transit이 2024년 초에 최종 경전철 역 위치를 파악하고 
나면, 시애틀시는 역 지역 계획 과정을 시작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음을 수행할 것입니다:
• 역까지의 접근성을 위해 도보, 자전거, 버스 개선 계획을 

세웁니다.
• 주택, 쇼핑 및 열린 공간에 대한 기회를 파악하여 신규 역 

주변에 적정 가격의 살기 좋은 지역을 조성합니다.
• 우선 순위를 정하여 프로젝트 허가를 알립니다.

시애틀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종 및 사회 정의 구상(Race 
and Social Justice Initiative)을 구현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대규모 기반 시설 프로젝트의 부담을 짊어져 온 유색 
인종 커뮤니티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애틀시는 모든 사람들이 시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장애 편의 서비스, 대체 형식의 자료 또는 접근성 정보는 가능한 한 서둘러  
Nicole Kistler | 206.962.9266 | nicole.kistler@seattle.gov로 연락하십시오.

지속적인 지역 사회 참여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seattle.gov/lightrail

시애틀시와 Sound Transit은 역에서 한두 블록 이내의 “역 주변” 
지역 을 계획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역 주변 계획에는 역 
자체와 역 주변의 열린 공간, 버스 정류장 등에 대한 설계 선택이 
포함됩니다. 
시는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일반적으로 역에서 반 마일 이내의 지역을 
말하는 더 넓은 “역 지역”을 계획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전철 역 역 주변 지역 역 지역

Sound Transit 
이사회가 West 
Seattle Link의 
선호 대안을 확인하고 
Ballard Link 대안에 
대한 추가 연구 요청

시와Sound Transit 
“역주변계획”을 위한 
대중 참여 과정 실시 
예정

Sound Transit 
이사회, 요청한 연구 
검토 예정
Ballard Link에 대한 
이사회의 조치 결정 

예정 

최종 환경 영향 성명서
(FEIS) 발표

최종 노선 편성과 
역 위치 결정 Sound 
Transit 이사회, 연방 
대중교통국(Federal 
Transit Admin) 및 
시애틀시 시의회가 결정 

2022년 후반 
-2023년 중반2022년 7월 2023년 2월

2023 후반 
-2024 초반 2024년 초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