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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ett Link Extension

Everett Link Extension 프로젝트의 대안 개발 단
계에서 귀하의 피드백은 잠재적인 정렬, 스테이션 및 
OMF(Operations and Maintenance Facility) North 위
치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요 결정에 커뮤니티가 
참여하면 Sound Transit은 커뮤니티의 필요 및 원하는 바
를 반영하여 시스템을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습니다. 참여의 
기회는 앞으로도 자주 있을 것입니다.

커뮤니티 참여 파트너십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면 연방, 주 및 지역 파트
너와의 특별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자들
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대중
이메일로 아이디어, 우려사항 및 질문들
을 전달하고, 설문 조사에 응답하고, 공개 
이벤트에 참여하며, 귀하의 커뮤니티와 
만날 수 있도록 저희를 초대해 주십시오.
Community Advisory Group  
(커뮤니티 자문 그룹)
거주자, 대중교통 이용자, 사업주 및 회랑 
전체에서 발견된 다양한 조직의 구성원으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그룹은 주요한 
결정을 내릴 때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족
저희는 Washington State 부족과 상의
하여 그들의 필요와 관심사를 파악합니
다.
Interagency Group (기관 간 그룹)
파트너 기관들은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
라 Sound Transit과 긴밀히 협력하고 조
정합니다.
Sound Transit Board  
(사운트 트랜짓 이사회)
이사회는 프로젝트의 실현과 전달을 감
독하며 권장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Elected Leadership Group  
(선출된 리더십 그룹)
Sound Transit Board 위원과 선출직 공
무원은 프로젝트 회랑에서 커뮤니티를 대
표합니다. 이 그룹은 프로젝트의 결정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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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소식을 구독하시어 커뮤니티 참여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커뮤니티 참여 가이드는 “문서” 섹션에 있습니다.

다음을 약속드립니다:
사전 예방적 

투명성

형평성

사회 의식

책임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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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와 연락하기:
• 가상 또는 직접 대면 공개 회의에 참

석하기
• 온라인 오픈 하우스 및 프로젝트 웹

사이트에 방문하기
• 커뮤니티 브리핑 약속 잡기
• 로컬 페어나 페스티벌에서 저희를 찾

으세요
• 이메일 소식지를 구독하세요
• 소셜 미디아에서 저희를 팔로우하세

요

대중 교통은 형평성을 주도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은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
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직업, 교육, 식료품, 의료 
뿐 아니라 대인 관계처럼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데까
지 아우르고 보장하는 웰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치를 표현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나, 또
한 이 모든 요소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은 실로 큰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기관으로서 저희
는 유해하고 만연한 불평등 시스템을 해체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구축 위치, 서비스 계획 및 
인력 구성과 같은 가장 중요한 결정이 인종 및 사회경
제적 정의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저소득층 및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포
함하여 역사적으로 소외되어 온 커뮤니티에 다양한 
대안으로 잠재적 영향을 미치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살필 것입니다. 프로젝트 팀은 이러한 영향을 평가 및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사 결정에 통합할 것입니다. 저
희는 또한 환경 정의 분석을 수행할 것입니다.

저희는 다음을 통해 장벽을 사전에 제거하고 형평
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 프로젝트 영역에서 역사적으로 소외되어 온 커
뮤니티와 협력하여 해당 커뮤니티를 더 잘 이해
하고 참여시키는 조직에 연락.

• 공개 회의 및 행사에서 번역사 및 통역사 제공.

•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곳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자료 만들기.

•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자
료 디자인하기.

• 개별 커뮤니티와 문화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소
규모 회의 개최

• 대중 참여를 지원하는 급여 또는 기타 직접적인 
수단 제공.

• 커뮤니티 및 신앙 센터와 같이 그들이 모이는 커
뮤니티와 만나기.

지금 참여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완료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계획이 필요
합니다. 귀하의 피드백은 환경 검토 중에 선호하는 연구 경로를 
결정하거나 대안 개발 프로세스 중에 연구할 스테이션 및 OMF 
North 위치를 식별하는 것과 같은 장기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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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사통역사 800-823-9230

팔로우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