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은 본사와 계열사를 대신하여 뉴욕주 토지사용권 소송법(이하 "EDPL") 제 2조 및 행정 명령
202.94에 따라 Second Avenue 지하철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의 2단계 계약 2에 대한 Manhattan 자치구의 부동산에 대한 영구 및 임시
지분 취득 제안에 대한 가상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에서는 공공 사용, 혜택, 목적 및 프로젝트 위치 그리고 본 프로젝트가 지역 환경과
주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본 프로젝트 및 제안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될 것입니다.
프로젝트 설명
Second Avenue 지하철이 완공되면 125th St와 Lexington Ave에서 Hanover Square까지 연장된 16개의 새로운 역이 있는 지하철 노선이 구
축되고 MTA 뉴욕시 대중교통 시설이 125th St의 Metro-North 철도와 연계되고 버스와 연결될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 프
로젝트 노선을 따라 공공 및 민간 부동산 지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1단계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이 노선은 Second Ave를 따라 E. 96th St에서 E. 63rd St까지 운행되며 여기에서 기존 Broadway
노선과 합류합니다. 프로젝트의 2 단계에서는 북쪽으로 E. 125th St로, 서쪽으로 E. 125th St를 거쳐 Lexington Ave 방향으로 노선을 연장할
것입니다. 계약 2는 터널 보링 머신용 런치 박스, Second Ave의 120th St부터 북쪽으로 터널 굴착, 125th St 역을 위한 터널 및 동굴 공사, 미
래의 입구 및 보조 시설로 구성됩니다. 이 공청회에는 계약 2에만 필요한 부동산 지분이 포함됩니다.
가상 공청회 날짜 시간 및 장소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공청회는 오후 6시에 시작됩니다. new.mta.info/2021EDPL-SASP2-hearing을 방문하여 사전에 발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청회 날짜까지 오픈됩니다. 등록은 오후 6시 30분에 마감됩니다.
이 공청회는 행정 명령 202.94에 따라 가상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인은 https://mta.zoom.us/j/82605599788를 방문하거나 877-8535247 번으로 전화하여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미팅 ID 82605599788). 링크는 MTA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
추가 정보, 발언 사전 등록 또는 의견 제출
가상 공청회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new.mta.info/2021EDPL-SASP2-hearing 웹사이트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구두 프레젠테이션은
3분으로 제한됩니다.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해 구두 발언을 하거나 구두 발언 대신 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
니다. 서면 의견은 new.mta.info/2021EDPL-SASP2-hearing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
니다: MTA Government & Community Relations, Re: EDPL Second Avenue Subway, 2 Broadway, D17.140, New York, NY 10004
모든 서면 및 온라인 의견은 2021년 4월 13일 오후 5시 30분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이 날짜와 시간 이후 접수된 의견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가상 청문회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Joseph O’Donnell, MTA Construction & Development, 2
Broadway, D8135, New York, N.Y.10004 전화: (646) 252- 2959 또는 new.mta.info/2021EDPL-SASP2-hearing.
사법심사를 통해 제안된 부동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부동산 소유주나 기타 이해당사자는 EDPL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 사실 및
반대 의견을 근거로 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 지분의 위치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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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및 언어 지원 서비스
가상 공청회에서 CART 자막 및 미국 수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난청이 있는 일반인은 선호하는 중계 서비스 또는 무료 711 중계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646) 252-6777 번으로 공청회 핫라인에 연결하여 상담원과 통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맹인이나 시력이 약한 일반인은 new.mta.info/2021EDPL-SASP2-hearing 에서 온라인으로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공청회 핫
라인 (646) 252-6777 번으로 전화하여 2021년 3월 16일 또는 그 이전에 편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액세스할 수 없거나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없는 일반인은 무료 전화 1-877-853-5247 번으로 Zoom 웨비나에 전화
하여 공청회를 경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웨비나 ID 82605599788를 입력하고 우물정자(#)를 입력하십시오.
언어 지원 또는 기타 편의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공청회 날짜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소 3
일 전에 요청을 제출하십시오: new.mta.info/2021EDPL-SASP2-hearing에서 온라인으로, 공청회 핫라인 (646) 252-6777 번으
로 전화, 또는 다음 주소로 서신 발송: MTA Government & Community Relations, Re: EDPL Second Avenue Subway, 2 Broadway,
D17.140, New York, NY 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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