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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소개
연방 교통 개선 프로그램(FTIP, Federal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은 연방 정부에 의해 규정된 4
개년 프로그램으로 연방 정부의 투자를 받거나 연방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되는 모든 육상 교통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SCAG 2021 FTIP는 회계연도(FY, Fiscal Years) 2020/21 – 2025/26기간에 제안된 SCAG 지역 교통
프로젝트에 관한 종합 안내서로, 마지막 2년인 2024/25 – 2025/26의 프로젝트는 참조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SCAG은 임페리얼(Imperial),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오렌지(Orange), 리버사이드(Riverside),
샌버나디노(San Bernardino), 벤투라(Ventura) 카운티를 포괄하는 광역계획기관(MPO,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으로서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 Califor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과
연방 재정지원기관에 FTIP를 작성 및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 안내서는 각 프로젝트의 구체적 재원과
투자 규모를 명시하고 있다. SCAG은 해당 지역 교통 시스템의 이동성 향상 및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교통과 관련된 대기오염을 줄이고 연방/주 정부의 대기환경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FTIP 프로젝트는 고속도로 개선, 대중교통, 철도 및 버스 시설, 다인승 전용차선(HOV, high
occupancy vehicle), 다인승 유료차선(HOT, high occupancy toll), 교통신호 동기화, 교차로 개선, 고속도로
나들목, 비동력 프로젝트(녹색 교통 포함)를 포괄한다.
본 FTIP는 여섯개의 카운티 교통 위원회(CTC, County Transportation Commission)가 각 지역 기관과 대중교통
운행기관, 그리고 주민들이 SCAG FTIP의 프로젝트 선정 기준에 따라 작성한 카운티 교통 개선 프로그램(TIP,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을 취합하는 상향식 과정을 통해 개발되었다. 2021 FTIP는 카운티 교통
위원회(CTC) 및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다
FTIP는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교통 프로젝트와 재원과 상관없이 연방 정부 재정 기관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적 중요성을 지닌 교통 프로젝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2021 FTIP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SCAG가 승인한 Connect SoCal - 2020 지역 교통계획 및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개발전략(RTP/SCS,-Regional
Transportation Plan/Sustainable Communities Strategy)과 일치한다. FTIP는 RTP/SCS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점진적 시행을 위해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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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요약
2021 FTIP는 향후 6년 동안의 진행 예정 프로젝트 2000여 개와 이에 편성될 353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포함한다. 2021 FTIP 예산은 2019 FTIP의 총예산 346억 달러보다 증가했으며, 예산 증대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에 통과된 캘리포니아주 상원법1(SB 1, Senate Bill 1)에 따라 주 전역과 SCAG 지역의
교통 프로젝트 예산이 증가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메저 M(Measure M) 판매세 인상안 통과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역의 교통 프로젝트 예산도 증가했다. 2021 FTIP는 이전에 편성된 예산 74억 달러
규모의 재원이 이미 집행되었음을 명시했다 (프로젝트 안내서 제3권, “완료 프로젝트” 참조). 또한, 2021 FTIP
는 신규 확보 자금 193억 달러를 반영한다 (2019 FTIP 파트 A - 프로젝트 안내서 제3권 "과거 년도 대비 100%"
참조).
다음의 그래프와 표는 재원별, 재정 편성별, 카운티별 예산 편성을 보여준다.
그림 1의 표는 재원의 출처인 연방, 주, 지방 정부별 예산 편성을 요약하여 보여주며 원형 그래프는 프로그램
총예산이 연방 정부에서 16%, 주 정부에서 28%, 지방 정부에서 56%에서 출자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2021 FTIP 재원 출처의 요약 (단위: 천 달러)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

총계

2020/21

$1,967,541

$5,305,507

$3,975,931

$11,248,979

2021/22

$1,187,249

$2,119,643

$3,558,508

$6,865,400

2022/23

$1,254,329

$502,695

$2,662,077

$4,419,101

2023/24

$717,156

$479,997

$3,744,516

$4,941,669

2024/25

$265,100

$1,234,697

$2,465,258

$3,965,055

2025/26

$240,289

$241,466

$3,398,369

$3,880,124

총계

$5,631,664

$9,884,005

$19,804,659

$35,320,328

비율

16%

28%

56%

100%

28%
16%

2021 FTIP 재원 출처 요약

56%
Federal
State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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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6개의 원형 그래프는 2021 FTIP에서 SCAG 지역 각 카운티에 편성된 예산의 출처를 연방, 주, 지방
정부별로 보여준다. 그래프에 포함되지 않은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각 카운티에 편성된 예산의 총합은
353억이 되지 않는다.

IMPERIAL COUNTY: $67,447 (in $000's)

$16,920
25%

LOS ANGELES COUNTY: $20,151,569 (in $000's)

$4,465,333
22%

$14,855
22%

$9,458,518
47%
$35,672
53%

$6,227,718
31%
Federal
State
Local

Federal
State
Local

ORANGE COUNTY: $2,308,037 (in $000's)

RIVERSIDE COUNTY: $7,282,415 (in $000's)
$1,597,137
22%

$104,671
1%

$570,957
25%
$1,250,656
54%
$486,424
21%

$5,580,607
77%
Federal
State
Local

SAN BERNARDINO COUNTY: $4,262,912
(in $000's)
$867,567
20%

Federal
State
Local

VENTURA COUNTY: $1,152,430 (in $000's)

$229,423
6%

$158,855
14%
$666,888
58%
$326,687
28%

$3,165,922
74%
Federal
State
Local

Federal
State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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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의 표는 지방 고속도로, 주 고속도로, 그리고 대중교통(철도 포함)별 편성 예산을 보여준다. 그림 2의
원형 그래프는 2021 FTIP의 예산 총 353억 달러 중 주 고속도로 프로그램에 42%, 지방 고속도로 프로그램에
20%, 대중교통(철도 포함) 프로그램에 38%가 편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2021 FTIP 기술
부록(제2권)의 재정 계획 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 FTIP 개발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전 세계 다른 모든 지역과 함께 SCAG 지역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국가, 주, 카운티, 지방 정부의 외출 제한(stay-at-home) 및 격리 명령은 경제 사회 전
분야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시민들이 외출 제한 및 격리 명령에 적응하면서 교통 수요와 운전량이 감소한
결과 연료 소비가 감소했다. 교통 프로젝트의 적시 시행을 위해 필요한 SCAG 지역의 세입은 지방 판매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체 세입의
감소량은 아직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림 2 2021 FTIP 프로그램 별 예산의 요약 (단위: 천 달러)
지방 고속도로

주 고속도로

대중교통

총계

2020/21

$1,909,560

$5,399,986

$3,939,433

$11,248,979

2021/22

$1,023,299

$3,092,629

$2,749,472

$6,865,400

2022/23

$570,324

$1,220,181

$2,628,596

$4,419,101

2023/24

$684,967

$1,366,716

$2,889,986

$4,941,669

2024/25

$1,130,418

$2,101,509

$733,128

$3,965,055

2025/26

$1,571,050

$1,695,528

$613,546

$3,880,124

총계

$6,889,618

$14,876,549

$13,554,161

$35,320,328

비율

20%

42%

38%

100%

20%
38%

2021 FTIP 프로그램별 예산 요약
42%
Local Highway
State Highway
Transit (including 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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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6개의 원형 그래프는 2021 FTIP에서 SCAG 지역 각 카운티에 편성된 예산을 지방 고속도로, 주 고속도로,
그리고 대중교통별로 요약하여 보여준다. 그래프에 포함되지 않은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각 카운티에
편성된 예산의 총합은 353억이 되지 않는다.

IMPERIAL COUNTY: $67,447 (in $000's)

LOS ANGELES COUNTY: $20,151,569 (in $000's)

$2,736,468
14%

$16,702
25%

$6,609
10%

$44,136
65%

$12,094,984
60%

$5,320,117
26%

Local Highway
State Highway
Transit (including Rail)

Local Highway
State Highway
Transit (including Rail)

ORANGE COUNTY: $2,308,037 (in $000's)

RIVERSIDE COUNTY: $7,282,415 (in $000's)
$20,745
0%

$210,031
9%
$819,891
36%

$4,393,726
60%
$2,867,944
40%

$1,278,115
55%

Local Highway
State Highway
Transit (including Rail)

SAN BERNARDINO COUNTY: $4,262,912
(in $000's)
$374,006
9%
$3,091,425
72%

Local Highway
State Highway
Transit (including Rail)

VENTURA COUNTY: $1,152,430 (in $000's)

$227,833
20%

$138,040
12%

$797,481
19%
$786,557
68%
Local Highway
State Highway
Transit (including Rail)

Local Highway
State Highway
Transit (including Rail)

5

6

21 연방 교통 개선 프로그램 초안

환경 정의
2020년 5월 7일 SACG 지역 의회(Regional Council)에서 승인한 (그리고 2020년 6월 5일 교통계획 적합성에
관하여 FHWA/FTA가 인준한) Connect SoCal - 2020 RTP/SCS는 종합적인 환경 정의 분석을 포함한다.
Connect SoCal 2020 RTP/SCS은 2020년 9월 3일에 모든 내용에 대해서 최종 승인되었다. 2021 FTIP는
Connect SoCal - 2020 RTP/SCS에 포함된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와 일치하며, 따라서 Connect SoCal의
일부로 포함된 환경 정의 분석은 2021 FTIP의 교통 계획 투자에 관한 분석의 일부로서 이루어진다.

소수인종(minority) 및 저소득층의 의미있는 공공참여를 도모하는 아웃리치(outreach)와 2018년 5월에 시작된
환경정의 워킹 그룹을 통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수렴을 포함하는 SCAG의 공공참여계획 (Public
Participation Plan)을 실행하는 것은 Connect SoCal 개발 과정의 중요요소이다. Connect SoCal환경정의
분석의 일환으로, SCAG은 지역내의 사회적/환경적 형평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환경정의 대상인구 그룹
(environmental justice population groups)에 대해 Connect social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성과 측정
(performance measure)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성과 측정은 세금 부과와 관련된 영향, 교통 시스템 사용 비율,
직주분리, 잠재적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과 강제 이주, 경제적 기회 및 공공용지에 대한 접근성, 대기
환경, 건강, 소음 및 철도와 관련된 영향들을 포괄한다. 이러한 환경정의 성과의 측정, 혹은 환경정의 분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www.connectsocal.org/Documents/Adopted/fConnectSoCal_Environmental-Justice.pdf.
2018년 9월 6일 SCAG 지역 의회는 일반 청중이 참가할 수 있고 예상되는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방식을
적용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공참여계획을 채택했다. 개정안은 연방 대중교통청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타이틀 VI (Title VI Requirements and Guidelines for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Recipients:
FTA Circular 4702.1B; Effective October 1, 2012)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데, 이는 연방대중교통청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을 위한 환경정의 정책 안내서(FTA Circular 4703.1; 2012년 8월 15일 효력)와 함께,
SCAG 교통계획지역 내의 소수인종 및 비영어권 인구의 활발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한다.

관계 부처 간 협의와 공공 참여
앞서 언급되었듯이 2021 FTIP는 SCAG의 공공참여계획에 명시된 정책들을 실행함으로, 관계부서간 협력과
공공참여를 요구하는 연방, 주 정부 규제사항을 준수하였다. SCAG의 공공참여계획에 따라, SCAG 의 교통 계획
적합성 실무그룹 (Transportation Conformity Working Group: TCWG)은 관계 부처간 협의를 위한 포럼으로서
역할을 한다. SCAG의 공공참여계획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cag.ca.gov/Documents/Final2018PPP.pdf.
SCAG은 카운티 교통위원회 (CTCs), 교통계획 적합성 실무그룹 (TCWG), 관련 지방, 주,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2021 FTIP 안내서의 개정을 완료했다. 이 안내서의 출간은 2021 FTIP 초안 작성의 첫 단계이다. 이 안내서는
SCAG FTIP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될 카운티 교통위원회 (CTCs)의 카운티 교통개선프로그램 (TIP)의 개발
매뉴얼로서 사용된다. SCAG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시 수정한다. 2021 FTIP 최종 안내서는
2019년 9월 5일 SCAG 지역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2021 FTIP 안내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ftip.scag.ca.gov/Pages/Final2021/FTIPGuidelines.pdf.
2020년 11월 5일, 2021 FTIP초안은 30일간의 공공 검토를 위해 공개된다. 이 기간에 2021 FTIP 초안을
검토하기 위해 두 번의 주민 공청회가 열리며, 개최일은 2020년 11월 17일과 12월 2일이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임이 제한되고 주지사의 최근 행정 명령 N29-20을 준수하는 공중 보건 지침을 고려해,
공청회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될 것이다. 주민 공청회의 공고는 전 지역에 다수의 신문에 게시될
것이며,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공된다 (해당 공고의 사본은 최종 기록 부록 제5편에
수록된다). 2021 FTIP는 SCAG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지역 전체 공공도서관에 배포된다.

요약본

2021 FTIP프로그램 지출의 경제파급효과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을 위한 FTIP의 투자계획
FTIP 프로그램 예산은 회계연도 2020/2021년 초부터 회계연도 2025/2026년 말까지 6년 동안 시행될 다양한
주, 지방 고속도로와 대중교통의 여러 교통 프로젝트에 편성된다. 이런 프로젝트의 경제/고용 파급효과는
교통체계와 기간 산업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는 모델인 REMI(Regional Economic Model Inc.)를
사용해 측정되었다. REMI 모델은 카운티별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방정식 시스템을 사용해 시간 경과에 따른
지역 경제의 변화 모습과 카운티, 연도별로 새로운 조건에 대한 반응을 예측한다.
FTIP 지출은 그 기능에 따라 건설, 대중교통 운영 및 유지보수,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의 크게 3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고속도로 및 대중교통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지출은 그 특성의 유사성에 따라 건설로 편입된다.
각기 다른 종류의 교통 지출에 따라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FTIP 교통 프로젝트의 지출
데이터는 건설 서비스, 대중교통 운영 및 유지보수,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같은 산업 분야별로 분류된다.
사유지의 공공 통행권 취득을 위한 비용은 자산 소유의 변동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분석에서 제외했다. 각 지출 분야는 별개로 나눠 분석했으며, 후에 각 영향을 모두
합산했다. 고용 창출 효과는 일자리 수를 기반으로 측정했고 연도별로 보고했다.
FTIP 프로그램은 6년 동안 SCAG의 6개 카운티에서 연간 평균 104,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 FTIP 교통 프로그램의 총 고용 창출 효과는 아래 그림 3에 보여준다.

그림 3 2021 FTIP 투자 별 연간 일자리 창출 수 (REMI 모형 분석)
FY20-21

FY21-22

FY22-23

FY23-24

FY24-25

FY25-26

연간 평균

SCAG
지역

244,519

119,456

93,043

79,749

40,904

47,139

104,135

임페리얼 카운티

240

228

51

30

17

28

99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66,863

69,281

59,168

44,672

7,562

6,844

59,065

오렌지 카운티

31,979

16,627

15,289

13,584

2,553

2,473

13,751

리버사이드 카운티

21,152

20,305

7,626

16,303

11,653

32,118

18,193

샌버나디노 카운티

17,088

10,790

8,785

4,115

18,185

4,289

10,542

벤투라 카운티

7,196

2,225

2,122

1,045

934

1,388

2,485

SCAG 지역의 경제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외에도, 다른 캘리포니아 지역도 투자 파급 효과를 통해 연평균
추가 4,76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SCAG 지역의 교통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SCAG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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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영향은 일차적으로 2021 FTIP의 건설과 유지보수 관련 효과와 교통 기간 산업의 직접 투자로 인한 경제
및 고용 창출 효과와 연관된다. 또한, 지역 교통체계의 상대적 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적 영향도
포함된다. SCAG의 Connect SoCal - 2020 RTP/SCS는 노동자와 기업의 경제적 생산성, 물류 이동 향상에
따른 경제개발 및 경쟁우위 효과, 세계 경제에서 SCAG 지역의 경제적 경쟁력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다. 교통체증이 감소되는 프로젝트는 기업의 생산 단가를 낮추고 더 넓은 시장으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며 보다 숙련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원활하게 작동하는
교통체계를 갖춘 지역 경제는 기업들이 사업하기에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며, SCAG 지역의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교통체계 효율성 향상의 효과는 경제개발과 경쟁력, 사업가 및 숙련된 노동자의 유치과 유지, 고연봉
직종의 창출 등의 관점에서 남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Connect
SoCal에서 시행한 경제 분석은 RTP가 완전히 실행되었을 때 교통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연평균 264,500
개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21 FTIP 프로그램의 성과
Connect SoCal은 향후 수십 년간 남캘리포니아의 이동성, 경제, 지속가능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Connect SoCal은 이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을 포함한다. SCAG은RTP/SCS의
목표와 정책을 달성하는지 가늠하고 바람직한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Connect SoCal 기술 보고서에
기술한 다중 성과 평가법을 적용했다.
www.connectsocal.org/Documents/Adopted/fConnectSoCal_Performance-Measures.pdf
2012년 7월 6일 MAP-21(Moving Ahead Progress in the 21st Century Act)로 불리는 연방법안이
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 정부와 SCAG과 같은 MPO에 새로운 연방정부의 규제가 도입됐고, 교통체계의
의사결정과 교통계획 수립에 성과 중심의 접근방식이 사용됐다. 또한, 2015년 12월 4일 미국 육상수송 개선
법령(FAST, The 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이 제정되어 MAP-21의 성과중심의 접근방식이
촉진되었다. SCAG이 수년간 광역 계획 성과 평가법을 시행해 왔지만, MAP-21은 연방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몇 가지 성과 평가법을 다루는 주 및 지방 정부의 성과 목표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
•
•
•
•
•
•
•
•
•
•

모든 공공도로의 사망자 및 중상자의 수
모든 공공도로의 사망률 및 중상률
모든 공공 도로에서 비동력 사망자와 중상자를 합친 총인원
주(州)간 고속도로망과 미국 고속도로망(NHS, National Highway System)의 도로포장 상태
NHS의 교량 상태
주(州)간 고속도로망과 비-주(州)간 NHS의 일 인당 주행거리 비율
주(州)간 고속도로망의 트럭 주행거리 비율
도로 교통 배출가스
다인승 차량 모드 공유
대중교통 시스템 안전
대중교통 자산 관리

MAP-21은 이런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TIP의 예측 효과를 최대한 실용적으로 기술하고 FTIP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그럼으로써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한다. 2017년 5월에 확정된 연방법은
고속도로 안전과 NHS의 성능, 물류 이동, 교통 체증 감소와 대기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CMAQ, Congestion
Mitigation and Air Quality), 도로포장 및 교량 상태에 대한 성과 평가법을 제공했다. 최종 규칙에는
캘리포니아주 교통국과 MPO들이 협력하여 국가의 성과 분야에 목표를 세우고, 시간에 따른 진행도를
기록하고 향후 기대 성과를 알릴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21 FTIP의 성과 토의는 연방 정부의 MAP-21 성과
평가법을 포함한 2020 RTP/SCS(Connect SoCal)의 핵심 성과 측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2021 FTIP 기술 부록의 성과 평가법
(Performance Measures Chapt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tip.scag.ca.gov/Documents/D2021-FTIP_TA_Sec07.pdf

요약본

투자 편성
FTIP는 어떻게 2020 RTP/SCS (Connect SoCal)의 교통정책과 목표를 시행하며 지역을 발전시킬지를 다루고
있다. 2021 FTIP 세부예산(그림 4)은 지역 교통체계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초점을 맞춘 지역 교통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그림 4 2021 편성 예산 (단위: 백만 달러)
대중교통 개선

$9,670

대중교통 운영 및 유지보수

$4,044

고속도로 개선

$12,801

고속도로 운영 및 유지보수

$7,580

ITS, 교통수요 관리 및 녹색 교통

$861

기타

$365

2021 FTIP 투자 분야
대중교통 투자: $13,713,607 (단위: 천 달러)

고속도로 투자: $21,607,721 (단위: 천 달러)
$860,769
4%
$364,572
2%

$4,044,037
29%

$7,580,287
35%
$9,669,570
71%

$12,080,166
56%

Transit Improvements
Transit Operations & Maintenance

$720,747
3%
Capacity Improvements
HOV Lanes
Highway Operations & Maintenance
ITS, TDM, & Non-Motorized
Other Highway Improvement

9

10

21 연방 교통 개선 프로그램 초안

2021 FTIP는 녹색 교통 프로젝트에 편성된 예산 11.5억 달러 규모를 포함한다. FTIP는 연방 정부의 투자를
받는 프로젝트들을 잘 보여주지만, 모든 녹색 교통 유형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100% 주/지방
정부의 재원으로 시행된 녹색 교통 프로젝트는 FTIP에 편성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2017년 SB 1,- 도로
수리 및 책임법이 제정됐다. SB 1의 가솔린 구매에 대한 새로운 세금 제정을 통해 캘리포니아 교통 시스템에
투자할 560억이 확보된다. 재원은 주와 도시/카운티 간에 균등하게 분배된다. 또한 SB1은 캘리포니아주의
녹색 교통 프로그램(ATP, Active Transportation Program)에 대한 투자를 연간 1억 2,300만 달러에서 연간 2억
2,300만 달러로 늘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도 거의 두 배로 늘릴 수 있도록 한다. 녹색 교통
개선 프로젝트는 번거로움 감소하려고 지방 기관이 SB1과 같은 주 정부 재원을 선호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인
경향이 있다.
그림 5는 2021 FTIP 예산이 지역의 여러 유형의 프로젝트에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보여준다. 현재 편성된 예산
외에도, Caltran이 승인하면 Cycle 5 ATP 보조금이 편성될 예정이므로, 녹색 교통의 FTIP 전체 투자금은 증가할
것이다.
SCAG의 RTP/SCS는 25개년 계획 기간에 녹색 교통 자금을 증가 시켜 2045년까지 총 225억 달러를 달성할
것을 요구한다.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설명하는 투자 수준은 Connect SoCal과 밀접하게 일치하며, 이 지역이
목표 달성의 궤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5 녹색 교통 투자 (단위: 백만 달러)

ATP 프로젝트 유형

SCAG REGION
2021 FTIP
FY2020/21 - FY2025/26*

PERCENTAGE OF
ATP INVESTMENT
IN 2021 FTIP

자전거 보행자
시설

$556.6

48%

$216.7

19%

보행자 전용 도로
시설

$139.7

12%

첫 구간/마지막 구간
전략

$104.6

9%

자전거 감지 및 교통 신호

$24.1

2%

학교/교육기관 안전 도로

$1.1

<1%

교통계획

$1.8

<1%

큰 프로젝트에 속한 ATP
(총액의 평균 약 5% )

$103.7

9%

총계

$1,148.3

자전거 전용 도로
시설

* Cycle 5의 ATP 프로젝트의 제외

요약본

교통계획 적합성(CONFORMITY)
2021 FTIP는 다음 연방 적합성의 규제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 SCAG의 2020 RTP/SCS(Connect
SoCal)과 일치해야 한다. 2) 지역 오염원 배출 검사를 준수해야 한다. 3) 교통체증 관리(Traffic Congestion
Management: TCM)를 적시에 시행해야 한다. 4) 부서간 협력과 공공참여 과정을 거쳐야 한다. 5) 재정을
제한해야 한다.

2021 FTIP 초안의 적합성 판정 기준
2021 FTIP는 모든 연방 교통계획 적합성 규제, 미국 교통부 광역계획 규제(U.S. DOT Metropolitan Planning
Regulations), 미국 EPA 교통계획 적합성 규제(U.S. EPA Transportation Conformity Regulations)를 충족시킨다.
SCAG은 필수 연방 검사에 따라 2021 FTIP의 적합성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2020 RTP/SCS 검사와 일관성
결과: SCAG의 2021 FTIP(프로젝트 안내서)은 2020 RTP/SCS(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와 일치한다.

지역 오염원 배출 검사
이 결과는 기술 부록 제2절 표21-48의 지역 오염원 배출 검사 분석에 기초한다.
결과: 2021 FTIP의 지역 오염원 배출 분석은 Connect SoCal – 2020 RTP/SCS의 오염원 배출 분석을
업데이트한 내용이다.
결과: 2021 FTIP의 오존 오염원의 지역 배출 분석(2008 and 2015 NAAQS)은 Morongo Band of Mission
Indians(Morongo), Pechanga Band of Luiseño Mission Indians of the Pechanga Reservation(Pechanga),
Morongo 와 Pechanga를 제외한 SCAB, South Central Coast Air Basin([SCCAB] 벤투라 카운티 구역, Western
Mojave Desert Air Basin([MDAB], 로스엔젤레스 앤텔롭 벨리 구역 및 MDAB의 샌버나디노 카운티 서부 구역),
그리고 Salton Sea Air Basin([SSAB], 리버사이드 카운티 코첼라 벨리 구역 및 임페리얼 카운티 구역)의 모든
계획 단계의 연간 달성량과 적용 가능한 배출가스의 배출량 검사를 충족한다.
결과: 2021 FTIP의 PM2.5와 그 오염원(1997, 2006, 2012 NAAQS)에 관한 지역 배출 분석은 South Coast Air
Basin(SCAB)의 모든 계획 단계의 연간 달성량과 적용 가능한 배출가스의 배출량 검사를 충족한다(Pechanga는
2012년 연간 PM2.5 NSAQSNAAQS에 따라 제외).
결과: 2021 FTIP의 일산화탄소(CO)의 지역 배출 분석은SCAB의 모든 계획 단계의 연간 달성량과 적용 가능한
배출가스 배출량 검사를 충족한다.
결과: 2021 FTIP의 PM10과 그 오염원의 지역 배출가스 분석은 SCAB과 SSAB(리버사이드 카운티 코첼라 벨리
및 임페리얼 카운티 구역)의 모든 계획단계의 연간 달성량과 적용 가능한 배출가스 배출량 검사를 충족한다.
결과: 2021 FTIP의 PM10 지역 배출가스 분석은 MDAB(Searles Valley 구역을 제외한 샌나디노 카운티 구역)와,
SSAB(임페리얼 카운티 구역)의 모든 계획단계의 연간 달성량과 적용 가능한 임시 배출가스 배출량 검사(건설
허가 검사)를 충족한다.
결과: 2021 FTIP의 PM2.5와 그 오염원(2006, 2012 NAAQS) 지역 배출 분석은 SSAB(임페리얼 카운티 구역의
도시화 지역)의 모든 계획 단계의 연간 달성량과 적용 가능한 임시 배출가스 배출량 검사(건설 허가 검사)를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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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M 검사 기간 내 시행
결과: 1994/1997/2003/2007/2012/2016년 오존 SIPS에 명시되어 있는 SCAB 지역 TCM 프로젝트 분류에는
우선 투자 순위가 부여되었고, 기간 내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프로젝트 지연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것이다.
결과: 2016년과 1994년(1995년 개정) 오존 SIPS에 명시된 SCCAB 지역(벤투라 카운티) TCM 프로젝트는 우선
투자 순위가 부여됐고, 기간 내에 실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프로젝트 지연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것이다.

부처 간 협력 및 공공 참여
결과: 2021 FTIP 는 SCAG의 공공참여계획(PPP)에 기술된 전략을 준수해 관계 부처 간 협력 및 대중 참여를
위한 모든 연방/주 규제를 취합했다. SGAC의 PP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
scag.ca.gov/Documents/Final2018PPP.pdf. PPP의 일환으로 설립된 SCAG의 TCWG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위한
지역 회의기관 역할을 한다.
2021 FTIP는 SCAG의 TCWG와 함께 논의됐으며, 연방/주/지방정부의 대기환경 및 교통기관의 담당 직원이
여러 번의 기회에 걸쳐 참여했다. (2019년 9월 24일, 2019년 10월 29일, 2020년 2월 25일, 2020년 3월 24일,
2020년 4월 28일, 2020년 5월 26일, 2020년 6월 23일, 2020년 7월 28일, 2020년 8월 25일, 2020년 9월 22
일). 초안의 적합성 분석은 2020년 11월 6일부터 30일 동안 대중의 검토를 위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0년 11
월 17일과 2020년 12월 2일에 두 번의 공청회가 열릴 것이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개 집회를 제한하고
주지사의 최근 행정 명령 N29-20을 준수하는 공중 보건 지침을 고려할 때, 공청회는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될 것이다. 2021 FTIP는 또한 2021년 1월 15일에 개최되는 회의에서 지역 교통 CEO들 앞에서 발표될
것이며, 공공 사업법 섹션 130058 및 130059에 명시된 것처럼 AB 1246의 협의 요건을 충족할 예정이다. 2021
FTIP는 SCAG 웹사이트에 게시되고, 수많은 신문에 게재되며, 지역 전역의 도서관에 배포된다. 2021년 FTIP에
대한 모든 의견은 문서화되고 그에 따라 대응된다.

재정 제한 규정
결과: 2021 FTIP는 23 U.S. CODE SECTION 134(H) 및 23 CFR Section 450.324(e) 에 따른 연방 재정제한
규정을 충족하였으며
Connect SoCal - 2020 RTP/SCS의 재정계획과 일치한다. SCAG의 2021 FTIP는 SCAG지역의 교통예산 편성
총액을 위해 할당된 모든 지방, 주, 연방 정부로부터의 모든 교통 세입을 확인함으로써 연방 재정제한 규정을
충족함을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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