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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초로 예정된 경철도 공사로 Link 탑승 시 혼잡함과 

이동 시간 증가가 예상됩니다. 

2020년 1월부터 10주 동안 공사팀은 이스트 킹 카운티(East King County)까지 14마일을 연장하기 위해 

다운타운 Seattle의 Link 트랙을 하나씩 돌아가며 폐쇄할 예정입니다. Connect 2020이라 명명한 이 기간 

동안 열차 운행 빈도를 감축하여 매 13-15분마다 한 대씩 운행할 예정이며 다운타운 시애틀을 통과해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탑승객은 Pioneer Square 역에서 환승하셔야 합니다.  

 

Sound Transit은 신규 트랙 공사 기간 동안 운행을 완전히 중지하는 대신 단축 운행을 할 예정이며, 열차 

이용 시 전보다 혼잡하고 이동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Connect 2020이 완료되면 

2023년부터 East King County 지역에 새로 생길 10개의 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을 미리 확인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간 여유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탑승객이 많은 피크 타임에는 열차를 6분마다 운행했지만, 공사가 시작되면 하루 종일 모든 

시스템에서 13-15분 마다 열차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열차는 최대 4량으로 편성하여 

운행합니다. 

 운행 단축으로 인해 플랫폼과 열차 내가 혼잡할 수 있으며 줄을 서서 기다리셔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트랙이 폐쇄되므로 다운타운 Seattle을 통과해 계속해서 열차를 이용하실 탑승객은 Pioneer Square 

역에서 하차한 후 환승하셔야 합니다. 

 자전거를 휴대하시는 경우 Pioneer Square 역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하차하셔야 합니다. Pioneer 

Square 역의 센터 플랫폼을 한꺼번에 이용하는 승객이 최대 1,6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를 휴대한 탑승객은 Pioneer Square에서 하차하실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휴대한 북쪽 방향 탑승객은 International District/Chinatown 역에서, 자전거를 휴대한 남쪽 

방향 탑승객은 University Street 역에서 하차하셔야 합니다.   

 열차를 이용하는 모든 탑승객은 붐비는 시간대에 자전거나 큰 가방을 휴대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알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기간 동안 Link 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트랙 폐쇄로 10주 동안 다운타운 Seattle에서 이용하시는 플랫폼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폐쇄되는 

트랙에 따라 역 출구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운타운 Seattle 전역 대부분의 역이 주말에 총 3회 폐쇄될 예정입니다. Sound Transit은 SODO와 

Capitol Hill 사이 모든 역까지 무료 셔틀 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방향을 안내해드릴 새로운 표지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크 타임 동안 변경 사항이 있는 역에 Sound Transit 직원이 상주하며 길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oundtransit.org/connect2020에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가입하시면 프로젝트 관련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oundtransit.org/subscribe에서 Link 탑승객 알림을 구독 신청하시거나 Twitter에서 팔로우하시면 

최신 운행 정보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connect2020@soundtransit.org, 전화번호: 1-800-201-4900 / TTY 번호: 711  

공사 기간 동안 탑승객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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