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움 요청 방법도움 요청 방법

소개말소개말
메릴랜드 교통부 주 고속도로국 (MDOT SHA)과 연방 도로청(FHWA)는 
I-495와 I-270에 대한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따라 보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SDEIS)을 2021년 10월 1일에 발표하였습니다. SDEIS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DEIS)이 2020년 7월에 발표된 후 알려진 새로운 정보를 고려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우선적 대안인 대안 9 – Phase 1 South: American 
Legion Bridge I-270에서 I-370까지 관련 결과와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관리 차로 연구는 수도 지역 혼잡을 줄이고 주행 신뢰성, 이동성 및 환승을 
포함한 교통편 간 연결을 개선하고자 하며 상기 대안은 새로운 American 
Legion Bridge를 건설하고 각 방향에서 두 개의 다인승 차량 전용(HOT) 
관리 차로를 Phase 1 South: American Legion Bridge I-270에서 I-370 
노선 내에서 제공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SDEIS의 범위는 기존 
DEIS에서 유효한 분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지만 우선적 대안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SDEIS에 제시된 우선적 대안과 
관련 영향에 대해 일반 대중, 관련 기관 및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검토 
및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합니다.

SDEIS 관련 의견은 2021년 10월 1일 금요일부터 11월 15일 월요일 
11:59 PM 사이에 접수됩니다. MDOT SHA와 FHWA는 2021년 11월 1
일 월요일에 두 세션에 걸쳐 한 번의 비대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SDEIS의 범위는 기존 DEIS에서 유효한 분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지만 
우선적 대안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I-495관련해서 
우선적 대안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 George Washington 
Memorial Parkway에서 MD 187, Old Georgetown Rd 동쪽까지 각 
방향에서 두 개의 새로운 HOT 관리 차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I-270 
관련한 우선적 대안은 I-495에서 I-370 북쪽까지 그리고 I-270 east 및 
west 지선에서  각 방향 기존의 다인승 (HOV) 차선 하나를 HOT 관리 
차로로 전환하고 하나의 새로운 HOT 관리 차로를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I-270 east 지선의 I-495 east 상에서 진행 중인 개선이나 
조치는 없습니다. 환승 버스와 HOV 3+ 차량은 통행료 없이 관리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DEIS와 그를 뒷받침하는 정보는 Op Lanes Maryland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10월 1일 금요일에 시작하는 공청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은 OpLanesMD.com/SDEIS에 나와 있는 온라인 프레젠테이션을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공청회에서 수집된 의견을 기록하여 웹사이트에서 
제공할 것입니다.

SDEIS에 대한 의견 제시 방법SDEIS에 대한 의견 제시 방법
비대면 공청회 세션공청회 세션에서 구두 발언 제공하기
공청회 세션 중 또는 45일의 의견 수집 기간 내내 음성사서함음성사서함 (855-432-
1483)을 통해 구두 발언을 제공해 주세요
OpLanesMD.com에서 온라인 의견 제시 양식을의견 제시 양식을 제출하세요
oplanesMLS@mdot.maryland.gov로 이메일을이메일을 보내세요 
SDEIS에 관해 편지편지 보낼 주소

Jeffrey T. Folden, P.E., DBIA
Deputy Director, I-495 & I-270 P3 Office
Maryland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State Highway Administration
707 North Calvert Street
Mail Stop P-601
Baltimore, MD 21202

텔레타이프 사용자들은7-1-1로 전화 걸어서 메릴랜드 릴레이 서비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에 청각 및 언어 장애에 대해 수화 통역이나 
통역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2021년10월 22일까지833-858-5960 2021년10월 22일까지833-858-5960 
으로Op Lanes Maryland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inese 如需<中文版>的简报，请发电子邮件到 oplanesMLS@
mdot.maryland.gov 。请在电子邮件主题栏标出

Amharic ይህንን ጋዜጣ በ<አማርኛ> ለማግኘት፣ እባክዎ በሚከተለው አድራሻ ኢሜይል 
ይላኩ: oplanesMLS@mdot.maryland.gov። እባክዎ በኢሜይሉ ርዕስ ላይ 
ብለው ያመልክቱ።

 Vietnamese	 Để	nhận	được	bản	tin	này	bằng	<tiếng	Việt>,,	xin	vui	
lòng	gửi	email	đến:	oplanesMLS@mdot.maryland.gov.	
Xin	vui	lòng	biểu	thị	trong	dòng	tiêu	đề	email.

Spanish	 Para	recibir	este	boletín	en	por	favor	envíe	un	correo	
electrónico	a:	oplanesMLS@mdot.maryland.gov.	 
Por	favor	indique	en	español	el	asunto	del	correo	
electrónico.

SDEIS 비대면 공청회 세션SDEIS 비대면 공청회 세션
두 번의 전화 참여 공청회 세션두 번의 전화 참여 공청회 세션  

2021년 11월 1일 월요일2021년 11월 1일 월요일
SESSION 1 SESSION 1 •• 오후 2:00–4:00 오후 2:00–4:00
SESSION 2 SESSION 2 •• 오후 6:00–8:00 오후 6:00–8:00

일반인들은 일인 당 3분씩, 공직자들은 5분씩 발언 기회가 주어 
집니다. 공청회에서는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습니
다. MDOT SHA와 FHWA가 제시된 주요 의견에 대해 고려한 후 
최종 환경영향평가서(FEIS)에서 답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청회에서 구두 발언 하는 방법공청회에서 구두 발언 하는 방법  
• OpLanesMD.com/SDEIS 또는833-858-5960으로전화하

셔서 공청회 두 세션 중 하나에 등록하세요
• 미리 등록하셔야 발언 신청자 전화 대기열에 포함됩니다. 

11월 1일까지 등록하세요
• 11월 1일까지 등록하신 분께 발언이 승인된 세션 시간과

참가 방법 설명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음성사서함(VOICEMAIL)으로 구두 발언 하는 방법 음성사서함(VOICEMAIL)으로 구두 발언 하는 방법 
• 855-432-1483으로 전화하셔서 최대 3분 길이의메시지

로 한 번 음성사서함을 남겨서 구두 발언을 해주세요
• 사전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음성사서함 발언은 45

일의견 수집 기간 내내 받습니다 

공청회 세션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는 경청하는 방법공청회 세션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는 경청하는 방법
• OpLanesMD.com/SDEIS에서 라이브스트림으로시청

하세요. (자막 제공됨)
• 855-432-1483으로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들으세요

OpLanesMD.com/SDEIS 

제출 방법에 상관 없이 
접수된 모든 의견은 

동등하게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