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2019 년 Public Participation Plan(공공참여계획) 초안

핵심요약 보고서
배경
Los Angeles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이하 Metro)은 Los
Angeles 카운티 거주자, 근무자 및 여행객 모두를 본 교통국의 이해관계자로 간주합니다. 거주자,
기관, 카운티 내 사업체, 커뮤니티 기반 기업, 종교단체 지도자 및 이들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공공참여계획 및 현장서비스와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합니다. 공공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서비스, 비용 청구, 연구 및 이니셔티브, 장단기 계획 문서, 환경 연구, 프로젝트
계획 및 건축, 운송안전교육과 관련한 적극적 참여의 연속체입니다.
본 Public Participation Plan(이하 Plan)은 연방 교통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FTA) 회람문서
C 4702. 1B 에서 언급하는 제한적인 영어 비숙련자에 대한 수혜자의 책임, FTA 회람문서 C 4703.1 이
수혜자가 교통의사결정과정에 Environmental Justice(환경 정의)의 원칙을 통합하도록 하는 지침,
연방고속도로관리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의 Title VI(타이틀 VI)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국이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USDOT)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초과 달성하기 위한 본 교통국의 책임에 대한 방법, 혁신 및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본 Plan 은 또한 1964 년 Civil Rights Act(민권법)의 Title
VI(차별금지규정)과 1973 년 Federal-Aid Highway Act(연방지원고속도로법)의 162(a)항, 1975 년 Age
Discrimination Act(연령차별금지법)을 준수합니다.
개요
상기한 요건의 목록에 따라 매 3 년마다 Metro 는 Public Participation Plan 을 업데이트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가 있었던 2016 도 이후 다음의 개정 사항은 2019 년 Plan 초안에 포함되었습니다.
•
•
•

2018 년 3 월 Metro 이사회가 승인한 Metro Equity Platform Framework(공정 플랫폼
프레임워크)의 포함.
Metro Community Relations Department(지역 사회 관계 부서)에 대한 구조 변경
전통적인 현장서비스 방식을 뛰어넘는 Metro 의 공공에 대한 접근 책임을 반영하는 사례
연구 업데이트.

본 Plan 은 Metro 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를 공공에 알리도록 Metro 가 최선을 다하게
하기 위한 공공의 의견을 구합니다. 공공 의견 개진 기간은 2019 년 3 월 6 일(수)~2019 년 4 월
12 일(금)까지입니다. 공공 의견 개진 기간 종료 이후 Metro 직원은 의견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규정된 요건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Metro 의 책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새로운 현장서비스 도구에 기반하여 Plan 을 업데이트합니다. 2019 년 가을, Metro 직원은 최종
검토 및 승인을 위해 Metro 이사회에 본 계획의 최종본을 제출할 것입니다.

metro.net/communityrelations 을 방문하여 Plan 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공공 의견
공공 의견은 다음의 수단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웹 의견 등록 양식: metro.net/communityrelations
이메일:

communityrelations@metro.net

우편: LA County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Community Relations
Attn: Michael Cortez
One Gateway Plaza, M/S 99-13-1
Los Angeles, CA 90012
프레젠테이션
3 월 6 일, 오전 11 시
Metro 기술 자문 위원회
Metro 본부, Mulholland 컨퍼런스룸
One Gateway Plaza
Los Angeles, CA 90012

3 월 14 일, 오전 10 시 30 분
접근성 자문 위원회
Metro 본부, 유니온역 컨퍼런스룸
One Gateway Plaza
Los Angeles, CA 90012

3 월 6 일, 오후 6 시 30 분
San Fernando Valley 서비스 위원회
Marvin Braude 선거 센터
6262 Van Nuys Blvd,
Van Nuys, CA 91401

3 월 14 일, 오후 2 시
Gateway 시티 서비스 위원회
Salt Lake 레크리에이션 센터
3401 E. Florenc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3 월 8 일, 오전 9 시 30 분
South Bay 시티 서비스 위원회
Inglewood 시티홀
One Manchester Blvd
Inglewood, CA 90301

3 월 27 일, 오후 6 시
시민 자문 위원회
Metro 본부, 유니온역 컨퍼런스룸
One Gateway Plaza
Los Angeles, CA 90012

3 월 11 일, 오후 5 시
San Gabriel Valley 서비스 위원회
Metro 디비전 9 빌딩, El Monte 역
3 층, 서비스 위원회실
3449 Santa Anita Ave
El Monte, CA 90031

3 월 28 일, 오후 6 시 30 분
Crenshaw LAX 프로젝트 업데이트
Inglewood 시티홀
1 W Manchester Bl
Inglewood, CA, 90301

3 월 13 일, 오후 5 시
웨스트사이트/센트럴 서비스 위원회
Metro 본부, 이사회실
One Gateway Plaza
Los Angeles, CA 90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