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의주의 
   초대 검토에 대한 논평개정 

어거스타 지역별 교통 연구 (기예) 계획과 프로그램 
 

 

대중은  (검토하고 2040 장거리 교통 계획의 개정에 대한 언급을 초대및 회계 연도는 2015-2018 교통 개선 

프로그램, 이는 연방 정부 자금 운송을 포함도로, 교량, 대중 교통 프로젝트 및 보조금, 자전거와 보행자 개선 등의 

프로젝트, 계획 및 어거스타 지역별 교통 계획 지역.  계획 구역은 리치몬드와 컬럼비아 카운티, GA의 도시와 

마을을 다룹니다. 및 에이컨 및 Edgefield 카운티, SC. 다음과 같이 공개 오픈 하우스 회의가 개최됩니다 
 
 

MEETING DATE TIME LOCATION 

2016년 6월 13일 (월요일) 오후 5시 반 - 7시  
Evans Government Center 
630 Ronald Reagan Drive, East Wing 
Evans, GA 30809 

2016년 6월 14일 (화요일) 오후 5시 반 - 7시  

Augusta-Richmond County Municipal Building  
Linda Beazley Community Meeting Room, 1st Floor 
535 Telfair Street 
Augusta, GA 30901 

2016년 6월 14일 (화요일) 오전 11시 반 - 2시 . 
Augusta Public Transit – Transfer Facility 
1546 Broad Street 
Augusta, GA 30904 

2016년 6월 15일 (수요일 오후 5시 반 - 7시  
Aiken County Government Center 
Sandlapper Room East, 1st Floor.  
1930 University Pkwy, Aiken, SC 29801 

 

대중은 6월 6일부터 15 일 검토 / 코멘트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있다. 개정안은 컬럼비아 카운티, GA 고속도로 

/ 도로 개선을 포함에이컨 카운티, SC 자전거 / 보행자 개선; I-20 GA / SC 상태 라인에 사바나 강 다리 @; 다른 

다리 개선리치몬드 카운티의 FTA 교통 보조금과 자본 프로젝트. 

 

 
 

 
 

 
상세한 정보는 (706) 821-1796에서 오거스타 기획 개발부 (APDD)와 상담하십시오. 계획과 프로그램이 

http://www.augustaga.gov/896/Documents-Resources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안 대화 형 프로젝트지도, 

http://gismap.augustaga.gov/auggagis/artspubliccomment/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접근성 또는 외국어와 관련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지원 계획 및 개발 부서에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예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augustaga.gov/arts을; 이메일 주소 또는 것은 접촉 ARTS : ARTS@augustaga.gov. 
 

 
멜라니 윌슨, 감독 / 예술 프로젝트 디렉터 

오거스타 계획 및 개발 부서 (APDD) 

535 텔 페어 스트리트, 스위트 300, 오거스타, GA. 30901 

이 발표는 연방 교통국 (FTA) 제 5307 & FTA 도시화 지역 공식 그랜트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지원 사업의 5339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 

검토 / 코멘트와 시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역할을하고, 오거스타 대중 교통 부서와 낮은 사바나위원회에 의해 관리된다 정부의. 공용 

주석이 30 일 공개 검토 및 의견 기간 동안 수신되지 않으면 연방 정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다음, "프로젝트의 프로그램"마지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