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정보: 연계교통
SR 85번 도로 연계 교통 가이드웨이 연구

프로젝트 기금 파트너

앞장에서 계속

SR 092617

프로젝트 설명
SR 85번 도로  연계 교통 가이드웨이 연구에서는 Mountain View와 San Jose 남쪽을 연결하는 

Mountain View SR 85/US 101 교차로부터 San Jose 남단 SR 85/US  101 교차로까지 연결하는 

23.7 마일 회랑에 대한 교통대안을 평가합니다. 대안연구의 범위는 고속 버스 연계 교통 서비스, 

인프라, 경전철 및 가능한 미래의 교통 기술  또는 기타 옵션등입니다.  

SR 85 연계 교통 가이드웨이 연구는 SR 85 정책 자문 위원회 (PAB)의 지휘하에 VTA 직원들이 

수행합니다. PAB는 분석될 대안을 발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최종적으로 SR 85 회랑을 따라 

어떻게 연계 교통 개선을 진행하여야 할지에 대해 권고 사항을  VTA의 이사회에 제시할 것입니다.

연구 진행
SR 85 연계 교통 가이드웨이 연구는 12-18개월이 소요되며 5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1.  데이터 수집 및 이동 시장 분석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제한점 분석을 수행하여 담당자들이 기존의 SR 85 회랑 내에 

경전철과 고속 버스 연계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평가하여 회랑에서의 

이동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비전 및 가치       
VTA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워크샵과 미팅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주민들이 SR 85회랑상에서 원하는 교통개선안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PAB는 SR 85의 교통 개선 계획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 대상이 될 여러가지 대안책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입니다.

3. 대안 분석

 VTA는 각각 확인된 대안책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비용, 실행 가능성, 모델 분석 등을 하여 

이용인구 예상치를 제시할 것입니다.

4.  PAB 의 권장 대안 파악

 PAB는 담당자 및 당사자들과 각 대안책의 장점을 논의할 것이고 협의된 사항을 VTA 이사회에 

보고하여SR 85 회랑에 교통개선 진행 계획을 제시할 것입니다.

5. PAB의 VTA 이사회에 권장사항 제시 
VTA 이사회에 권고사항을 공식 제시하게 됩니다. VTA 이사회는 후속 회의에서 권장 사항을 

논의할 것입니다. 



SR 092617

프로젝트 일정
•  데이터 수집 및 이동 시장 분석.............................. 2017년 중순-후반

•  1차 대중 의견 수렴 회의....................................... 2017년 후반

•  대안 분석............................................................. 2018년 초-중순

•  2차 대중 의견 수렴 회의....................................... 2018년 중순

•  PAB가 확인한 권장 대안책.................................... 2018년 중순-후반

•  PAB가 VTA 이사회에 권장사항 제시...................... 2018년 후반

현재 스케줄을 보려면 프로젝트 웹사이트 확인: vta.org/85study

프로젝트 기금
•  2016 법안 B 기금 ($1.4M)

문의 방법
본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VTA 커뮤니티 아웃리치 부서에 (408) 321-7575,  

TTY (408) 321-2330으로 전화주십시오. 웹사이트 (vta.org) 또는 이메일 

(community.outreach@vta.org)로 연락주실 수도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것과 다른 VTA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을 받으시려면vta.org/subscribe에 등록을 해주십시오.

프로젝트 사이트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