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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질문 

교통 공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Fairfax County, Virginia)에서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 교통 

당국 권한법에 따라  워싱턴 수도권의 교통 시설, 철도 차량 및 장비의 자본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 비용, 재건설, 교통 개선과 시설의 증진 및 취득 비용에 있어 페어팩스 카운티 (Fairfax 

County)의 비용 자금 지분을 융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에 승인 된 교통 개선 및 시설 

채권에 추가하여 최대 총액 $160,000,000의 자금을  부채 계약, 자금 차용 및 채권 발행을 

해야 합니까? 

 

설명 

이번에 시행하는시민 투표에서 유권자는 Fairfax County가 워싱턴 수도권 교통 당국 (Metro) 

협약에 따라 워싱톤 수도권 교통 사실 개선 프로젝트의 분담금을 지불하기 위해 최대 

$160,000,000의 원금을 채무로 발행하는 계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선택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본 투표에서 승인되면 카운티는 채권 수익금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은 투표지 질문에 설명된 

용도로만 발행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법에 따라 카운티 정부는 부지 매입, 자본 설비 구매, 및 시설 건축 및 개축 등의 용도로 

일반 보증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투자자의 상환으로 카운티의 수익금으로 돌아옵니다. 채권 판매로 받은 자금은 

여러 카운티 시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카운티 시설 비용은 수년에 걸친 채권 

금융을 통해서 상환됩니다. 하지만 카운티가 일반 보증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권자의 대다수가 카운티에서 이러한 자금을 차용하도록 승인하여야 합니다. 

Metro는 1967년에 컬럼비아 특별구, 메릴랜드 및 버지니아 주 사이의 협약 (“Compact”)으로 

설립되었습니다. Fairfax County 및 기타 북 버지니아 관할권도 Metro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버지니아의 Metro 비용 분담금에 기부합니다. 현재 카운티는 이시민 투표의 승인에 

따라 $160,000,000의 채권과 주 기금 및 기타 지역 기금의 수익금을 사용하여 Fairfax County의 

Metro 자본 개선 프로그램 분담금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현재 Metro의 주요 개선 프로그램은 97억 달러 규모의 6년 프로그램(회계 연도 기준 

2021년~2026년)이며, 이는 2021 회계 연도의 18억 달러를 포함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국가 수도 전역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렴한 대중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Metro의 Metrorail, Metrobus, 및 MetroAccess 자산의 안전과 양호한 수리 상태 및 

신뢰성에 대한 주요 투자에 초점을 둡니다.  

-자세한 정보- 

 



Fairfax County가 현재 6년 주요 개선 프로그램에 기여해야 하는 분담금은 2억 6,580만 

달러입니다. 

현재 6년 주요 개선 프로그램은 2019년 여름에 시작하여 다년간 진행되는 Metrorail 야외 플랫폼 

재건 공사를 완공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Fairfax County에도 Blue, Orange 및 

Yellow 라인에 여러 플랫폼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개선 프로그램이 구현되면 미끄럼 

방지 타일, 충전 콘센트가 있는 스테인리스 철강 플랫폼 대피소,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 LED 조명 

및 시스템 전체의 접근성 향상 등, 기존의 야외 Matrorail 플랫폼을 최신 시설로 현대화합니다. 

프로그램이 중점을 두고 있는 기타 공사는 이와 같습니다. 360대의 최신 8000-Series 열차 인수 

착수, 라디오 및 무선 통신 인프라 구축, 약 700대의 버스 및 대중교통에 준하는 차량 교체, 기존 

열차 및 버스의 기능 보강을 통해 서비스 신뢰도 개선 및 유지, 최신 버스 차고 건설, 철도, 철도역, 

터널, 교량, 신호 및 버스 시스템 인프라에 투자하여 안전 문제 개선, 승객 정보 시스템과 같은 

현대적인 고객 편의 시설 제공 등이 있습니다. 

 

 
 본 설명서는 버지니아 주법 § 24.2-687 에 따라 인쇄물이 투표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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