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40 지역교통계획 및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개발전략을 위한
프로그램 환경영향 보고서(초안) 열람 공고
남가주정부연합 (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 (SCAG))은, 프로그램
환경영향 보고서 (PEIR)의 주무기관으로서, 캘리포니아 환경의질법 (CEQA)에
의거하여, 2016-2040 지역교통계획 및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개발전략 (“2016 RTP/
SCS”, “계획서” 또는 “프로젝트”)을 위한 프로그램 환경영향 보고서(안) (PEIR)
(SCH#2015031035)을 작성했습니다. 2016 RTP/SCS는 장기 지역 교통계획으로서,
토지이용 과 교통시스템간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CAG 지역은 Imperial, Los Angeles, Orange, Riverside, San Bernardino, Ventura 카운티
등의 6개 카운티를 포함합니다.
2016 RTP/SCS (안)은 지역의 교통이동성을 개선하고,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며,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토지이용 과 교통부문에 대한
투자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도모하는 토지이용 및 교통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 RTP/SCS (안)는 지역의 미래성장이 새로운 교통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교통시스템의 개선과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 RTP/SCS (안)는
교통수단들의 다양화 및 교통투자비용의 마련을 위한 모범사례들을 담고 있고, 나홀로
운전 차량비율의 감소를 권장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직주근접을 도모하고 토지이용/
교통 연계가 증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 RTP/SCS (안)에는 다음의 주요 대안들이 준비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1.	무프로젝트 대안은 예전에 이미 확정되었던 교통계획 및/또는
연방교통개선프로그램 (FTIP)의 첫 번째 년도의 계획을 포함하게 되거나, 아니면
2014년 12월까지 환경검토가 완료된 교통프로젝트를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기
승인된 주집행계획 (State Implementation Plan)에 포함되어 있는 면제 프로젝트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채택된 2012 RTP/SCS를 위한 SCAG의 연방정부의
대기오염기준 부합성 판정 (conformity finding)의 시효가 만료되기 이전에 승인된
프로젝트 단계들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대안에 포함되더라도, CEQA의 “무 프로젝트 대안”의 정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 2012 RTP/SCS 대안은 기채택된 2012 RTP/SCS
내의 교통투자 및 토지이용전략을 그대로 담고있으나, 최근의 지방정부의 미래의
성장예측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이 된 대안입니다. 이 대안은 2012
RTP/SCS의 지속적인 집행을 가정하고 있으며 2014년 9월 현재의 2012 RTP/
SCS 수정판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프로젝트들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2016 RTP/
SCS에 포함되는 토지이용전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토지이용의 고도화 대안은 2016 RTP/SCS내의 토지이용전략을 바탕으로 하며
과다한 토지이용고도화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대안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2016 RTP/SCS보다도 과다한 토지이용고도화 및 보다 높은 토지이용밀도를
포함합니다.
프로그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는 다음의 여러 분야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관 및 경관; 농림 및 산림자원; 대기 질; 생물자원; 문화자원;
에너지; 지질 및 토양;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변화; 위험 및 위험물질; 수문학 및 수질;
토지 이용 및 계획; 광물자원; 소음; 인구, 주택 및 고용; 공공서비스; 휴양및위락시설;
교통, 교통혼잡, 교통안전; 유틸리티 공급 및 서비스 시스템.

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
818 West 7th Street, 12th Floor
Los Angeles, CA 90017-3435

The Regional Transportation Plan/
Sustainable Communities Strategy

2472 12.2015

프로그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는 2015년 12월 4일부터 2016년 2월 1일까지 60
일간 주민에게 공개되며, 서면을 통한 주민의견은는 2016년 2월 1일 오후 5시 까지
받습니다. 이 열람공고 및 프로그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는 SCAG의 웹사이트인
http://scagrtpscs.net/Pages/Draft2016PEIR.aspx 또는 SCAG의 Los Angeles 사무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지역 내 주요 공공도서관에 관련 CD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 또는 CD를 요청하거나 서면의견을 보내시려면
2016PEIR@scag.ca.gov 의 Ms. Lijin Sun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회의 워크샵이
2016년 1월 19일 (화) 오후 2시에서 4시, 그리고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SCAG의 Los
Angeles 사무소에서개최될 예정입니다. 영상회의가 가능하며, 영상회의 참여장소에
관한 정보는 http://scagrtpscs.net/Pages/Draft2016PEIR.aspx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