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애틀란타 고속도로교통국

공청회 공지
수도 애틀란타 고속도로교통국 이사회에서 다음 목적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바 이에 관하여 통지해 드립니다.

2017년 4월 15일을 위하여 제안된 버스 노선 변경
다음 버스 노선에 대하여 제안된 노선 및 노선 조정과 신규 서비스:
노선 3: Martin Luther King Jr. Drive/Auburn Avenue; 노선 5: Piedmont Road/Sandy Springs;
노선 56: Adamsville/Collier Heights; 노선 66: Fairburn Road / Barge Road Park & Ride;
노선 68: Donnelly/Beecher;
노선 71: Cascade;
노선 73: Fulton Industrial Blvd.;
노선 94: Northside Drive;
노선 165: Fairburn Road / Barge Road Park & Ride;
노선 170: Brownlee Road/Peyton;
노선 865: Boulder Park Drive;
노선 195: Forest Parkway/Roosevelt Highway.
이동성: 보완적 ADA 서비스를 조정하여 변경된 노선 정렬을 반영하여 1990년 미국 장애인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모든 노선 정보와, 동영상 발표회 및 코멘트 양식은www.itsmarta.com 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1월 23일 월요일,

1월 24일 화요일

Fulton 카운티
강당

클레이턴 카운티
위원회 회의실

141 Pryor St., SW Atlanta 30303

112 Smith Street,
Jonesboro, GA 30236 커뮤니티

커뮤니티 교류: 오후 6-7시

청문회; 오후 7시
MARTA 승차: 버스 노선 32, 49, 55
74 및 186

1월 26일 목요 일
지점: Maloof
Auditorium
1300 Commerce Drive
Decatur 30030

교류: 오후 6-

커뮤니티 교류: 오후 6-7시

7시청문회; 오후 7시

청문회; 오후 7시

MARTA 승차: 노선 193

MARTA 승차: Decatur Rail Station에서 서쪽
방향으로 한 블록을 걸어가면 됩니다.

2424 Piedmont Road, N.E. Atlanta, Georgia 30324에 위치한 MARTA의 외무 사무소 본사에서 정규 영업 시간인 월요일 부터 금요일 사이의
아침 8:3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제안된 버스 서비스 변경 사항의 사본을 공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ADA에 근거한 양식과 제한된 영어 숙련도 규제는 404) 848-4037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숙박을 원하시는 후원자들은 청각 장애인용
전화번호 (TDD) 404 848-5665에 문의하시면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습니 다.
그 외에도, 모든 청문회에서는 수화 통역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지만 코멘트를 남기시려면:
(1) (404) 848-5299에 메시지를 남기시거나 (2) 2424 Piedmont Road, N.E. Atlanta, GA 30324-3330에 위치한 MARTA의 외무
사무소에 서신을 보내거나 (3) www.itsmarta.com에 온라인으로 코멘트 카드를 작성하시거나 (4) 2017년 2월2일 이전에 코멘트를
(404) 848-4179에 코멘트를 팩스로 보내시가 바랍니다.
청문회의 대상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Atlanta시와 Fulton, DeKalb, Clayton 및 Gwinnett 카 운티의 모든
주민들에게 이와 같이 통지해 드리며 증거와 코멘트 또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른 반대 의견을 지참하시고 정해 진 시간에 제시한 장소에
초대합니다.

Keith T. Parker, AICP, 총지배인/CE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