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TP 상단 이미지- 
 

지역사회 기반 교통 계획 

몬트레이 도로 회랑 지역(Monterey Road Corridor) 
 

남부 산 호세(South San Jose)의 몬테레이 도로 회랑 지역(Monterey Road Corridor)에 대해 

교통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역 사회의 교통 수단을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저희는 교통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분의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러분이 집, 직장, 학교, 식료품점, 병원 

및 기타 목적지 사이를 보다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프로젝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국(VTA)은 도시교통위원회(MTC)의 자금 지원을 통해 산 호세(San José) 시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기반 교통 계획(CBTP)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실인 몬트레이 도로 회랑 지역 

CBTP(Monterey Road Corridor CBTP)는 VTA 와 프로젝트 파트너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한 미래의 

교통 개선 사항 및 잠재적 자금 조달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종 계획에서의 개선 

프로젝트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와 보행자의 연결, 

• 대중 교통 편의 시설, 

• 지역 도로 및 거리 개선, 

• 교통과 기술의 통합. 
 

참여해 주십시오! 

몬트레이 도로 회랑 지역 CBTP(Monterey Road Corridor CBTP)의 성공 여부는 북쪽의 알마 거리(Alma 

Avenue)와 남쪽의 블로썸힐 도로(Blossom Hill Road)를 따라 약 5.8 마일 길이로 지정된 프로젝트 

경계에서 일하거나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달려 있습니다. 2022 년 봄과 여름 초반에 

VTA 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특정 문제들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포커스 그룹 회의를 

주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 포커스 그룹에 참석하기 

• 여러분의 조직 또는 비즈니스에 대한 브리핑 준비하기 

•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기 

 
프로젝트 파트너 
 

   



 
 

프로젝트 일정 

2022 년 1 월 프로젝트 시작 

2022 년 4 월 운영 위원회 출범 및 기존 조건 및 요구 사항 문서화 

2022 년 7 월-12 월 공공 참여 및 설문 조사 

2022 년 12 월 CBTP 초안 발표 

2023 년 1 월 공공 참여(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2023 년 2 월 최종 CBTP 릴리스 

 

프로젝트 자금 조달 

도시교통위원회(MTC)  
 

연락 방법 

여러분이 회의 참석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프로젝트 담당자가 귀하의 조직을 방문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VTA 지역봉사부에 (408) 321-7575, TTY (404) 321-2330,  

이메일: community.outreach@vta.org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프로젝트 정보는 www.vta.org/monterey_cbtp 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범례 

몬트레이 회랑 지역(Monterey Corridor) 지역사회 기반 교통 계획 

서 알마 거리(Alma Avenue)에서 블로썸힐(Blossom Hill Rd) 도로 까지 

경계 

형평성을 우선한 

지역사회 인구조사 지역 

형평성을 비우선한  

지역사회 인구조사 지역  

http://www.vta.org/monterey_cbt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