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용성 통보 
콜로라도 운수부 연방 대로 개선 프로젝트 

웨스트 7 번가 와 웨스트 하워드 플레이스 간 
심각한 환경 위해성 미발견(Finding of No 

Significant Impact) 
문서 가용성 

 
 연방 고속 도로국 (FHWA),  콜로라도 운수부 (CDOT), 및 덴버 주의 시와 카운티는 웨스트 7번가와 웨스트 하워드 

플레이스(West Howard Place) 간 연방 대로 개선 프로젝트의 심각한 환경 위해성 미발견(FONSI)의 여부를 발표합니다.  

심각한 환경 위해성 미발견(FONSI)은 국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결정이며 본 프로젝트에 맞는 환경 평가(EA)가 준비되었고 

발표되었습니다. 30일간의 공개 검토를 위해서 2014년 10월 15일에 환경 평가(EA)가 발표되었고 이에 대한 응답 기간은 

2014년 11월 14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심각한 환경 위해성 미발견(FONSI)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본 프로젝트가 인체 또는 

자연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개선 사항 적용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 상세설명 
웨스트 7번가와 웨스트 10번 플레이스 간 3번 상행선과 웨스트 7번가와 웨스트 하워드 플레이스 간 돌출형 중앙선이 건설될 

것입니다.  웨스트 10번 플레이스와 웨스트 하워드 플레이스 사이에 있는 기존 차선과 전체 프로젝트 구역을 관통하는 

상행선은 11피트로 폭이 넓어질 것이며 이는 현재 디자인 표준과 일치합니다. 비신호 지점에는 좌회전을 통제함으로써 

접근이 제한될 것입니다. 게다가 기존 보행자 시설은 장애인보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준수해서 웨스트 

7번가와 웨스트 하워드 플레이스부터 프로젝트 전체 구역까지 개선되어 복합적 연결성이 개선될 것입니다. 웨스트 8번가, 

웨스트 10번가와 웨스트 홀덴 플레이스(West Holden Place)에 있는 연방 대로 교차로의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가 개선될 

것입니다. 개선 사항, 관련된 환경 영향 그리고 완화 책임에 대한 추가 정보는 '심각한 환경 위해성 미발견(FONSI)'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 평가(EA)는 환경 평가 부록과 함께 '심각한 환경 위해성 미발견(FONSI)'의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환경 위해성 미발견(FONSI) 문서를 구하는 방법 

 심각한 환경 위해성 미발견(FONSI) 문서는  본 프로젝트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denvergov.org/infrastructure/Policy  andPlanning/CurrentProjects/FederalBoulevard/tabid/442758/Default.aspx 

 

본 문서는 콜로라도 운수부(CDOT)의 웹사이트에도 있습니다. https://www.codot.gov/projects/federalea7thtohoward  

요청 시 본 문서의 사본을 받을 수 있으며 문서 번역본도 요청 시에 가능합니다. 심각한 환경 위해성 미발견(FONSI) 사본이나 

번역본을 요청하시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서 덴버 주 도시 및 카운티의 국가 환경정책기본법(NEPA)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메일 문의: Karen.Good@denvergov.org 
 서면 문의: 카렌 굿(Karen Good) 

201 West Colfax Department 509 
Denver, CO 80202 

 팩스 문의: 720-865-2676 ATTN: 카렌 굿(Karen Good) 

 

다음 단계 

개선 사항에 대한 디자인은 2015년 초에 완료될 것이고 공도용지 매입은 2015년 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사가 시작된 후인 

2016년 초까지 공도용지 매입은 계속될 것입니다. 공사는 2018년 초까지 연장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