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평가 및 공청회 이용 관련 통지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
Triborough 교량 및 터널 관리국
뉴욕주 교통부
뉴욕시 교통부
중심 업무 지구 통행료 징수 프로그램
Triborough 교량 및 터널 관리국(메트로폴리탄 교통국 계열 기관), 뉴욕주 교통부, 뉴욕시 교통부는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FHWA)의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에 따라 향후 교통 개선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맨해튼 CBD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중심
업무 지구(CBD) 통행료 징수 프로그램(프로젝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가 환경 정책법(NEPA) 및 연방 규정(CFR) 제 23조 파트 771에 의거하여 구현된 해당 규정에 따라, CBD 통행료 징수 프로그램의 잠재적인
환경 영향 및 완화를 평가하기 위해 환경 평가(EA)가 준비되었으며 FHWA의 공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FHWA 승인이 필요한 프로젝트로서, 1966년 미국 교통법(23 U.S.C. §138 및 49 U.S.C. §303) 섹션 4(f) 및 FHWA 시행 규정
23 CFR 파트 774의 요건을 따릅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EA에 문서화된 대로 FHWA는 프로젝트에 의한 Central Park 및 High Line의 섹션
4(f) 사용에 대한 최소 영향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FHWA는 Central Park와 High Line에 대해 제안된 최소 영향 판별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환경 평가/공개 의견 수렴 기간
EA와 CBD 통행료 징수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된 섹션 4(f) 최소 영향 판별에 대한 30일간의 공식적인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2022년 8월
10일에 시작됩니다. EA는 카운티 도서관과 카운티 사무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뉴욕, 뉴저지 및 코네티컷 전역의 여러 장소에서
공개 검토를 위해 하드카피로 제공될 것입니다. 장소 목록을 보거나 온라인으로 문서에 액세스하려면 mta.info/CBDTP를 방문하거나 646252-7440 번으로 전화하거나 CBDTP@mtabt.org 로 이메일을 보내 CBDTP 팀에 문의하십시오.
공청회에서 발언하거나 종료 날짜인 2022년 9월 9일까지 제출 및/또는 소인이 찍힌 의견은 EA 기록의 일부가 되어 FHWA의 최종 NEPA
판별에 반영될 것입니다.
가상 공청회

접근성 및 언어 지원 서비스

아래 날짜와 시간에 CBD 통행료 징수 프로그램 EA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6회의 가상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발언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3분의 발언 기회가 주어집니다.

공청회에서 CART 자막 및 미국 수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이나 난청이 있는 분들은 선호하는 중계
서비스 또는 무료 711 중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공청회 핫라인 (646) 252-6777 번으로 연결하여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날짜/시간:
날짜/시간:
날짜/시간:
날짜/시간:
날짜/시간:
날짜/시간:

2022년 8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 – 오후 8시
2022년 8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2022년 8월 28일 일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2022년 8월 29일 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오후 5시 – 오후 8시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공청회는 Zoom 을 통해 가상으로 진행되며 mta.info/CBDTP
에서 생중계됩니다. 공청회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PC/태블릿/스마트폰: 				
가입 링크: mta.zoom.us/j/82606738045		
웨비나 ID: 826 0673 8045
전화:
전화 연결: 1-888-788-0099(무료) 			
웨비나 ID: 826 0673 8045, #, #
공청회에서 발언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발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날 오후 7시까지 mta.info/CBDTP 에서 또는 공청회
핫라인 (646) 252-6777 번으로 전화하여 등록해야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다른 방법
온라인:
이메일:
우편:
전화:
팩스:

mta.info/CBDTP
CBDTP@mtabt.org
CBD Tolling Program,
2 Broadway, 23rd Floor, New York, NY 10004
646-252-7440
212-504-3148 Attn: CBDTP

시각 장애인이나 시력이 나쁘신 분들은 mta.info/CBDTP 에서
온라인으로 편의 서비스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공청회 핫라인
(646) 252-6777 번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공청회
날짜로부터 업무일 기준 최소 5일 전에 요청서를 보내주십시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없는 분들은
1-888-788-0099(무료) 번으로 전화한 다음 웨비나 ID 826
0673 8045를 입력하고 이어서 우물정자(#)를 연속해서
누르십시오.
언어 지원 또는 기타 편의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예정된 공청회 날짜로부터 업무일 기준 최소
5일 전에 요청서를 제출하십시오: mta.info/CBDTP 에서
온라인으로, 공청회 핫라인 (646) 252-6777 번으로 전화,
MTA Government & Community Relations에 서신 발송,
Re: MTA CBDTP Public Hearings, 2 Broadway, B20.81,
New York, NY 10004. 적시에 언어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위해 MTA가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