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트랜짓 공청회 고지
노던 브랜치 경전철선(NORTHERN BRANCH CORRIDOR)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 공개 고지
미국 연방교통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FTA)과 뉴저지 트랜짓 공사(이하 뉴저지
트랜짓)는 노던 브랜치 경전철선 프로젝트(이하 노던 브랜치)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Draft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DEIS)을 공공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함을
발표합니다. 노던 브랜치 DEIS 는 제안된 실행계획에 따른 공사와 연관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문서화하였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4 회의 공청회를 진행하여 노던 브랜치 DEIS 에 대한 구두 및 서면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공청회 일정에는 공식 프레젠테이션, 정보 및 전시물 공개를 위한 오픈 하우스,
DEIS 의 결과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 등이 포함됩니다. DEIS 및 국가역사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NHPA) 섹션 106 에 해당하는 역사적 자원에 대한 영향 등을 포함한 이
프로젝트
관련
정보는
프로젝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northernbranchcorridor.com.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노던 브랜치 DEIS 의 결과에 대한
서면 의견을 다음 주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Linda A. Mosch, P.E., Project Director,
Northern Branch Corridor EIS, NJ TRANSIT Capital Planning & Programs, One Penn Plaza
East, Newark, NJ 07105 또는 이메일 info@northernbranchcorridor.com. 이 프로젝트에 대한
45 일 간의 의견 수렴 기간은 2012 년 1 월 6 일에 시작합니다. 의견은 2012 년 2 월 21 일까지
뉴저지 트랜짓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공청회 날짜 및 회의 장소
2012 년 1 월 24 일(화요일), 오후 3:00 ~ 오후 5:00(프레젠테이션 - 오후 3:30) 및
오후 7:00 ~ 오후 9:00(프레젠테이션 - 오후 7:30)
Clinton Inn, 145 Dean Drive, Tenafly, NJ 07670
2012 년 1 월 26 일(목요일), 오후 3:00 ~ 오후 5:00(프레젠테이션 - 오후 3:30) 및
오후 7:00 ~ 오후 9:00(프레젠테이션 - 오후 7:30)
Crowne Plaza Englewood Hotel, 401 S. Van Brunt Street, Englewood, NJ 07631
공청회 장소에는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어 및 한국어
통역 서비스와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TV 자막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기타 특별 편의 시설이
필요하신 경우 info@northernbranchcorridor.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노던 브랜치 DEIS 의 사본을 열람할 수 있는 곳을 알기 원하시면, 프로젝트
웹사이트(http://northernbranchcorridor.com)를 방문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서신을 보내주십시오:
Linda A. Mosch, P.E., Project Director, Northern Branch Corridor EIS, NJ TRANSIT Capital
Planning & Programs, One Penn Plaza East, Newark, NJ 07105
이 고지는 연방 관보 52 호, 167 번, 규칙 및 규정에서 게재된 23 CFR 섹션 771.123(i)의 공지
요건에 의거하여 게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