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Capitol Expressway 상의 경
전철을 Alum Rock 역에서 Eastridge 교통 센터까
지 연장하여 BART까지 연계되도록 합니다. 이 경
전철 선로는 Capitol Avenue, Story Road, Ocala 
Avenue, Cunningham Avenue 및 Tully Road에
서 입체 교차식 고가 가이드웨이에 놓이게 됩니
다. Eastridge 연장 프로젝트에는 Story Road 에 
보행자의 육교 접근이 가능한 고가의 경전철역과 
Eastridge 환승 교통 센터 옆의 지상 Eastridge 역
이 포함됩니다. 

배경
Eastridge 에서 BART 지역 커넥터 프로젝트는 
Capitol Expressway 를 간선급행버스 (BRT), 경
전철 및 지역 교통 체계로의 안전한 연결을 제공
하는 다양한 교통수단 도로로 변경시키는 Capitol 
Expressway 교통 개선 프로젝트의 주요 일부분
입니다.  VTA 는 보행자 접근을 해결하고 Capitol 
Expressway 상의 Quimby Road 와 Capitol  
Avenue 구간의 안전 조치를 개선하였습니다. 이것
은 2012년 가을에 완료되었으며 새로운 보도, 보
행자 및 가로등과 가로수 도로 완충물이 건설되었
습니다. 이후 2015년에 Eastridge 환승 교통 센터
가 재건설 되었습니다. 마지막 구간은 경전철을 기
존 Alum Rock 경전철역에서 Eastridge 환승 교통 
센터까지 연장합니다.

프로젝트 현황: 
2016 년 6 월, VTA 이사회는 설계 완료, 통행 우선권 확 보 및 유틸리티의   
위치 변경을 위한 자금 제공을 승인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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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일정:   
환경 인증  ........................... 2019 년 여름
최종 설계 ........................... 2020 년 봄
우선 통행권 획득  ..................... 2020 년 가을 완료 
유틸리티 재배치 ...................... 2020 년 봄에 시작하여  2020 년 가을 후반 완료
공사 ................................ 2020 후반 가을 시작하여 2024 년 후반까지 완료

 
프로젝트 비용 
설계, 통행 우선권, 유틸리티 및 공사에 대해 4억 5천 3백만불. 아래 자금원에서 배정: 

2000 법안 A (2000 Measure A) .....3억 1천 4백만불
Regional Measure 3 .............1억 3천만불  

SB-1 .........................9백만불

연락 방법 
Eastridge 부터 BART 지역 커넥터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www.vta.org/eastridgetobart  
를방문하시거나 VTA 의 커뮤니티 아웃리치 부서에 (408) 321-7575로, 청각 장애를 위한 TTY는  
(408) 321-233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ww.vta.org 를 방문하시거나 community.outreach@vta.org 
로 이메일 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