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T BAY BUS RAPID TRANSIT

공청회 공고
알라메다-콘트라코스타 관할 대중교통지구
이스트베이 신속버스전용노선(BRT)
최종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
알라메다-콘트라코스타 관할 대중교통지구(이하 AC Transit) 이사회는 2012년 2월 3일에서 2012년 3
월 19일까지 주민의사 반영을 위해 상정된 이스트베이 BRT 최종 환경영향 평가서(Final Environmental
Impact Report: FEIR)의 승인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FEIR은 연방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과 캘리포니아 환경 개선법(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
CEQA)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 최종환경 영향 평가서(FEIS/R)의 일환으로서 마련되었습니다.
AC Transit 이사회는 AC Transit 총무국(Second Floor Board Room, 1600 Franklin Street, Oakland,
California 소재)에서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오후 2:30 – 오후 4:00, 그리고 오후 5:00 – 오후 6:30 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프로젝트 설명” 아래에 설명한 FEIR의 승인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스트베이 BRT FEIR 및 부록은 AC Transit의 웹 사이트 www.actransit.org/planning-focus/
east-bay-bus-rapid-transit/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지구의 총무국(1600 Franklin Street,
Oakland, California 소재)과 버클리, 오클랜드, 샌리엔드로시의 주요 도서관을 포함한 기타 장소 등에서
인쇄본을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사본을 구할 수 있는 정확한 장소를 알아 보시려면
(510) 891-7175번으로 전화하시거나 planning@actransit.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프로젝트 설명:
초안 EIR(DEIR) 및 FEIR에서 연구한 ‘신속버스전용노선’ 또는 약자로 BRT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됩니다:
•
•
•
•

대부분의 주요 수송 루트를 운행하는 전용 버스 차선
교통 신호 우선권
교통병목 시간대와 낮시간에 5분 간격으로 운행
승강장 간 거리는 일반적으로 0.2 – 0.4 마일이며 평평한 탑승 플랫폼, 대기 구역, 좌석, 보안
카메라,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 알림 구비
• 승강장에서 선불 티켓 구입
• 저바닥, 복수문, 양쪽에 문이 있는 저배기가스 차량

FEIR에서 설명된 두 가지 안:
• 제안된 프로젝트/지역적 선호 대안 교통체계(Locally Preferred Alternative: LPA) 는 버클리,
오클랜드, 샌리엔드로시를 연결하는 14.4마일의 BRT 라인으로서 버클리 시내, BART 역(노선의
북쪽 끝) 인근에 종점이 있고, 샌리엔드로 중심부를 지나며, 샌리엔드로 BART 역(남쪽 끝)에
반대편 종점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DEIR의 대안 교통 체계 중 하나를 수정한 것입니다.
• 제안된 프로젝트의 저비용 대안 교통체계로서 ‘오클랜드 도심에서 샌리엔드로를 연결하는
BART 대안 교통체계’ 즉, DOSL 은 BRT 개선 사업의 운영 구간을 오클랜드 도심의 Uptown
Transit Center부터 샌리엔드로 BART 역까지 9.5마일로만 제한합니다. 이 구간에서 DOSL은
이 프로젝트의 모든 장점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환경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DOSL은 버클리부터 오클랜드 도심까지, 운행 구간의 북쪽 지역에는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확인된 환경적 영향(혜택 및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FEIR은 환경적 영향을 기록하는 것 이외에도 승차율, 운행수, 기타 요소와 관련하여 각 대안 교통
체계의 성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FEIR을 승인할 경우, 제안 프로젝트 또는 FEIR에서 평가된
대안 교통 체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세 설계로 진행하고 궁극적으로 현장 시공을 할 것입니다.

환경 관련 현황:
DEIR은 잠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CEQA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공개 회람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2007년 5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60일 동안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습니다. AC Transit은 DEIR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7년 6월 7일, 12일, 13일,
14일에 4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FEIR은 DEIR에 대한 의견에 답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DEIR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와 DEIR 공개부터
FEIR 준비 사이의 기간에 주민, 지역 관계자, 지역/구역/주 기관 등과 논의하여 얻은 방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FEIR은 2012년 2월 3일부터 3월 19일까지 45일의 검토 기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사본은 www.actransit.org/planning-focus/east-bay-bus-rapid-transit/ 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버클리, 오클랜드 및 샌리엔드로시의 공공 도서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2년 2월 23일, 27일, 29일, 3월 1일, 5일, 7일 12일 등 7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DEIR과 달리 FEIR에 대한 의견은 답변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수령한
모든 서면 의견서는 AT Transit 이사회에 보고서의 일부로서 제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FEIR에 대한 주민 의견을 서면으로나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오후 2:30부터 오후 4:00까지, 오후
5:00부터 오후 6:30까지 AC Transit 총무국(AC Transit General Offices, Second Floor Board
Room, 1600 Franklin Street, Oakland, California)에서 열릴 공청회에서 수렴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서면 의견서를 편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2012년 4월 23일 월요일 오후 5:00까지 제출해 주셔야만
모든 의견서들이 취합되어 이사회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공청회에서 구두로 제공된 의견과
동일하게 취급될 것입니다. 의견서를 AC Transit 이사회(AC Transit Board of Directors, 1600 Frankli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12)로 보내시거나 (510) 891-7157로 팩스 발송하시거나 planning@
actransit.org에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서는 (510) 891-7201에 음성 메시지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된 공고는 (510) 891-5408 번으로 문의해 주시고 중국어로 된 공고는
(510) 891-5409 번으로 문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소에 휠체어 출입 가능
요청하실 경우 수화 통역사가 공청회장에 참석합니다. 외국어 통역사 서비스도 필요한 경우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역 서기관 사무실에 2012년 4월 20일 금요일 오후 12:00까지 (510) 891-7201번으로
연락하여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TDD는 California Relay Service에 711번으로
전화하셔서 (510) 891-4700번을 지정해 주십시오.
공청회 장소까지의 교통편
오클랜드 도심으로 운행되는 모든 AC Transit 버스 노선의 승하차장은 공청회 장소까지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전 정보는 www.actransit.org 를 방문하시거나 5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AC Transit”을 언급). 회의 장소에는 BART를 타고 19번가 오클랜드 역에 내리시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해 주십시오. 문의처:
							
							

Jim Cunradi, AC Transit BRT 프로젝트 매니저
510-8
91-7175
planning@actransit.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