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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개최 목적: SR 400 급행 차로 (SR 400 Express Lanes, EL) 프로젝트 안은 운전자와 대중 교통 

이용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이동 시간을 제공하고, 애틀랜타 도심의 급행 차로 네트워크와 통합된 

유료 급행 차로를 통해 지역의 목적지 간 연결성을 개선하고, 교통기금법 (Transportation Funding Act, 

TFA) 입법 명령을 준수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표를 지닙니다.   

SR 400 급행 차로 프로젝트는 주요 화물 및 여객 수송 경로의 정체 문제를 현저하게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 전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인, 11 개의 초기 주요 교통 투자 프로그램 (Major 

Mobility Investment Program, MMIP)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수용 능력과 화물의 

이동성이 개선되고, 운영 효율성이 개선되며, 더욱 안전해지고 이동 시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MIP에 대한 기타 정보는 www.dot.ga.gov/mmip를 방문해 주십시오.  

프로젝트 설명: 이 프로젝트 안으로 Fulton 카운티의 애틀랜타 도시권 대중교통국 (Metropolitan Atlanta 

Rapid Transit Authority, MARTA) North Springs Station (출구번호 5C)에서 Forsyth 카운티의 McFarland 

Parkway (출구번호 12) 북부 약 0.9 마일까지 SR 400 의 약 16 마일 구간을 확장 공사하게 됩니다. 

제안된 급행 차로 (EL) 안으로 SR 400의 약 16마일 구간에서의 이동성과 소요 시간에 대한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MARTA North Springs Station 에서 McGinnis Ferry Road 의 구간에 양쪽 방향으로 

2개의 유료 EL을 추가하고, McGinnis Ferry Road에서 McFarland Parkway 북부 구간에 양쪽 방향으로 

1 개의 유료 EL 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L 은 MARTA North Springs Station 에서 

Northridge Road 구간에 있는 기존의 일반 (GP) 차로 바깥쪽에서 시작하는데, 이 EL은 기존 GP 차로의 

북쪽 방향 안쪽과 McFarland Parkway 북단으로 바뀌게 되고 세 번째 GP 차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각 

방향의 일반적인 구간은 12피트의 EL 1개 차선, 11피트의 EL 1개 차선, 2피트의 완충구역, 11피트의 

GP 1개 차선, 12피트의 GP 3개 차선, 6피트 10인치의 안쪽 갓길 1개, 12피트의 포장 도로, 2피트의 

잔디를 심은 외부 갓길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제안된 속도 제한은 시속 65마일입니다. 이 

구간에 맞는 최소한의 우선 통행권 너비는 300피트입니다. 

제안된 급행 차로의 요금은 적절한 이동 시간을 확보하도록 금액이 책정될 것이며, 대중교통 제공업체는 

무료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프로젝트 웹 사이트 http://www.dot.ga.gov/DS/GEL/SR4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애틀랜타 도시권 대중교통국 (MARTA) 이 평가하는 간선급행버스용(Bus Rapid Transit) 

편의 시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http://www.dot.ga.gov/mmip
http://www.dot.ga.gov/DS/GEL/SR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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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카드 

답변을 기입해 주십시오. 

이름                             

주소                

               

               

귀하는 이 프로젝트를 지지하십니까? (귀하의 답변에 체크 표시를 해 주십시오)   

□ 지지함           □ 반대함           □ 조건부 지지           □ 중립 

일반 의견             

               

               

               

               

               

이 설명회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체크 표시) □ 신문 □ 안내 표지판 □ GDOT 웹 사이트 □ 라디오  
 □ 입소문 □ 소셜 미디어 □ 기타      

설명회 장소는 참석하기에 편리했습니까? □ 예  □ 아니요 

아닐 경우, 귀하의 지역에서 더 편리한 일반적 장소를 제안해 주십시오. 
              

설명회 시간은 참석하기에 편리한 시간이었습니까? □ 예 □ 아니요  

아닐 경우, 귀하에게 더 편리한 시간대를 제안해 주십시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GDOT 담당자가 답변해 주었습니까? □ 예 □ 아니요 

설명회 참석 후에 프로젝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 예 □ 아니요  

GDOT가 설명회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변 프로젝트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자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신인: 

Mr. Eric Duff, State Environmental Administrator 
Georg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600 West Peachtree Street, NW – 16th Floor 
Atlanta, Georgia 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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