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남쪽 통행료 범위 설정 프로세스

공청회

American Legion Bridge I-270 to I-370

범례
1단계: 아메리칸 리전 브릿지 I-270
- I-70 구간 교통 개선 플랜
1단계 남쪽: 아메리칸 리전 브릿지
I-270 - I-370 구간

공청회에
참여하세요
공청회에 참여하시기 전에
mdta.maryland.gov/ALB270TollSetting에서 공청회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웹페이지에는 모든 공청회 자료가 표시
및 설명되어 있는 가상 정보실(Virtual Information Roo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동안 실시간 프레젠테이션은 없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시민들께서는 855-701-1977번으로 전화하여 대면 공청회를
실시간으로 청취하거나 mdta.maryland.gov/ALB270TollSetting
을 방문하여 라이브스트림으로 공청회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대면 공청회

7월 12일, 월요일(오후 2-4시 및 오후 6-8시)
Hilton Washington DC/Rockville Hotel & Executive Meeting Center
1750 Rockville Pike, Rockville, Maryland 20852
(사전 등록 권장)

전화 참여 공청회

7월 14일, 수요일(오후 2-4시 및 오후 6-8시)
(사전 등록 필수)

공청회 등록
mdta.maryland.gov/ALV270TollSetting
또는 888-725-0174
메릴랜드 교통국(MDTA)은 1단계 남쪽: 아메리칸
리전 브릿지 I-270 - I-370 구간에 대한 통행료 범위
설정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공개 또는 일대일 구두 발언이나 서면 의견
제시를 통해 공식 기록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대면 및 전화 참여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대면 공청회는 7월 12일에 록빌(Rockville)에 위치한
Hilton Washington DC/Rockville Hotel & Executive
Meeting Center에서 개최됩니다. 오후 2-4시와 오후
6-8시의 2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 공청회에서는 공개
및 일대일 구두 발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사전 등록 권장). 대면 공청회장에
있는 모든 MDTA 직원과 참가자는 COVID-19와 관련한
CDC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7월 14일에 개최되는 전화 참여 공청회는 오후 2-4시와
오후 6-8시의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전화를 통한 공개
구두 의견 제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전화 참여 대기열에
들어가려면 우측 상단의 짙은 파란색 칸에 나와 있는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필히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대일 의견을 제공하려면 855-701-1977번으로 전화하여
3분으로 제한된 음성 메일을 1회 남기시면 됩니다.

공청회에 더해 8월 12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서면 의견과
음성 메일을 통한 전화 참여 의견도 공식 기록을 위해
받습니다:

웹페이지 mdta.maryland.gov/ALB270TollSetting
에서 제공되는 전자 의견 양식을 제출합니다.
작성된 의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ALB270TollSetting@mdta.maryland.gov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합니다.
작성된 의견 양식을 인쇄하여 다음 주소로 우편을
통해 발송합니다:
Phase 1 South: American Legion Bridge I-270 to I-370
Toll Rate Range Public Comment
Maryland Transportation Authority
2310 Broening Highway
Baltimore, MD 21224
855-701-1977번으로 전화 의견 제공에 참여하여
3분으로 제한된 음성 메일을 1회 남깁니다.
제공된 모든 의견은 청문회를 통한 구두 발언이든, 다른 방법(의견 양식, 이메일, 서신 또는 음성 메일)
으로 제시된 의견이든 관계없이 동등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공식 기록으로 고려되려면 8월 12일, 오후
5:00시까지 의견이 수신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공청회 자료를 이용할 수 없거나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의거한
특별 배려가 필요하거나 언어 번역 서비스(무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문회가 개최되기 최소 10일 전까지
mdtaeeo@mdta.maryland.gov 또는 410-537-6720번으로 MDTA의 Title VI 담당관에게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