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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성 통지서 

및 

공청회 통지서 
 

2023 FTIP(Federal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 초안 및 2020 

Connect SoCal(RTP/SCS(Regional Transportation Plan/Sustainable 

Communities Strategy) 또는 “2020 Connect SoCal”])의 초안 개정안 2를 

공개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개 의견 작성 

방법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SCAG(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는 채택된 2020 

Connect SoCal과 모든 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2023 FTIP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SCAG는 시행 단계에 임박한 몇몇 중요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사항 및/또는 변경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2020 

Connect SoCal의 초안 개정안 2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 Connect SoCal의 주요 구성 요소는 SCAG 지역 전체에 걸친 수천 

여개의 개별 교통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는 Project List (프로젝트 

목록)입니다. 2020 Connect SoCal의 채택 이후, 포함된 교통 프로젝트 중 

일부는 시급하게 다뤄져야 하는 기술적인 변경 사항이 생겼으며 SCAG 

지역의 카운티 교통 위원회 입장에서 더 이상 우선순위 사항으로 여겨지지 

않는 프로젝트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우선순위 사항으로 여겨지게된 교통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2023 FTIP 및 2020 Connect SoCal 개정안 2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갱신이 

필요합니다. 2023 FTIP 초안 및 2020 Connect SoCal 초안 개정안 2의 30일 

공개 검토 및 의견 작성 기간은 2022년 6월 8일부터 2022년 8월 8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2023 FTIP 초안은 www.scag.ca.gov/2023-ftip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0 Connect SoCal 초안 개정안 2는 

www.scag.ca.gov/post/amendment-2-0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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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에 관해 작성된 의견은 lo@scag.ca.gov 의 이메일 주소 또는 다음의 우편주소로 담당자 Nancy 

Lo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 
Attention: Nancy Lo, Associate Regional Planner 

900 Wilshire Blvd. Ste. 1700 
Los Angeles, CA 90017 

 

SCAG 는 2023 FTIP 초안 및 2020 Connect SoCal 초안 개정안 2 에 관한 전화/비디오 컨퍼런스 

공청회를 2022년 7월 19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그리고 2022년 7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까지 두번에 걸쳐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중 보건 지침과 COVID-19의 위험으로 인한 

공중 보건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공공 집회 제한 권고, 그리고 2020년 3월 4일 주지사의 COVID-19 

관련 비상사태 선포가 아직도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2건의 공청회는 모두 전화/비디오 콘퍼런스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SCAG 사무실이 현재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혹은 

대면으로) 공청회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각각 2022년 7월 19일 및 2022년 7월 28일에 있을 2건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SCAG에서 

작성된 초안 문서의 변경 사항을 시행하는데 요구되는 대중 조언 및 의견을 수용하기 위함입니다. 

SCAG 직원은 공개 검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 과정을 통해 수용된 모든 의견을 기록하고, 응답하며, 

잠정적인 채택을 위해 문서를 작성할 것 입니다. 또한 SCAG는 이해 관계자 분들에게 공청회 이전에 

서면으로 의견 및/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권장합니다. 공청회 참석에 관심이 있거나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공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전화/비디오 콘퍼런스 방식으로 공청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cag.zoom.us/j/89378248196 

또는 

위치별로 전화 접속 

+1 669 900 6833 수신자 부담 전화 

+1 253 215 8782 수신자 부담 전화 

미팅 ID: 893 7824 8196 

 

2023 FTIP 초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gutierre@scag.ca.gov 이메일을 통해 담당자인 Pablo 

Gutierrez 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안 Connect SoCal 개정안 2 에 대한 문의 사항은 

lo@scag.ca.gov 로 담당자인 Nancy Lo 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delarios@scag.ca.gov로 담당자인 Margaret de Larios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