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 애틀란타 고속도로교통국 

공청회 공지 

수도 애틀란타 고속도로교통국 이사회에서 다음 목적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 하는바 이에 관하여 통지해 드립니다 

2018 년도 운영 및 자본 예산 제안, 제휴 프로그램 

수정 할인 구조, 그리고 제안 된 버스 서비스 수정 8 

월 5 일, 2017 다음과 같은 경로: 

경로12: Howell Mill Road/Cumberland; 경로30: LaVista Road; 

경로75: Tucker; 경로81: Venetian Drive/Adams Park; 경로82: Camp 

Creek/ Welcome All; 경로84: East Point/Camp Creek; 경로93: East 

Point/De- lowe Drive; 경로119: Kensington/Hairston Road; 경로120: E. 

Ponce de Leon Avenue/Tucker; 경로121: Stone Mountain/Memorial 

Drive; 경로162: Headland Drive/Alison Court; 경로191: Justice 

Center/SR 85 – Riverdale Road/Maynard H. Jackson Jr. Int’l Terminal; 

경로192: Justice Center/Tara Blvd./Old Dixie; 경로193: Justice 

Center/SR 54/East Point; 경로194: Justice Center/Mt. Zion/SR 42-

Moreland Avenue/East Point; 경로195: Forest Park/Roosevelt Highway; 

경로196: Church/Upper Riverdale/Mt. Zion; 경로221:  Stone 

Mountain/Central Drive limited; 경로800: Lovejoy/Justice Center. 

이동성: 1990 년의 무력 행위를 가진 미국인을 준수 수정된 경로 정렬에 맞게 보완 

이다 서비스를 조정 합니다. 

모든 경로 정보, 청각 정보 및 댓글 폼 비디오 www.itsmarta.com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5월16일 화요일 5월17일 수요일 5월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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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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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 Maloof Auditorium 
1300 Commerce Dr., 

Decatur, GA 30030 

커뮤니티 교류: 오후 6-7시 

청문회; 오후 7시 
MARTA 승차: Decatur Rail Station에서 서쪽 방향으로 
한 블록을 걸어가면 됩니다. 

 

클레이턴  카운티 위원회  
회의실 
 112  Smith Street, 

Jonesboro, GA 30236 

커뮤니티 교류: 오후 6-7시 

청문회; 오후 7시 
MARTA 승차: 노선 193 
 

Fulton 카운티 강당 

141 Pryor St., SW 
Atlanta, GA 30303 

커뮤니티 교류: 오후 6-7시 

청문회; 오후 7시 
MARTA 승차: 버스 노선 32, 49 

55, 74 및 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