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론티어 드라이브 연장 및 브레이디드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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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대응을 위한 가상 위치 및 설계 공청회

이 가상 공청회와 VDOT 및 Metro 웹 사이트는 대면 공청회와 동
일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 연락처의견 제출 절차프로젝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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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팀

Nick Roper, P.E.
VDOT 북부 버지니아 지

구 프로젝트 개발 엔지니

어

Andrew Beacher, 

P.E. VDOT 예비 엔지니

어링 관리자

Zamir Mirza

VDOT 프로젝트 관리자, 

위치 및 설계 섹션

Will Steinhilber

FCDOT 프로젝트 코디네

이터

Paul Smedberg

WMATA 이사회 의장

Steven Segerlin,, 

WMATA 부동산 감독

John Muse, P.E.

VDOT 북부 버지니아 지

역 환경 관리자

Bob Kalbach P.E. 

(WSP)

VDOT 컨설턴트 설계 관

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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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일정

프로젝트 개요 및 설계 기능

WMATA 운송 시설

국가 환경 정책법 (NEPA)

공로용지

예상 프로젝트 견적 및 자금

예상 프로젝트 일정 및 다음 단계들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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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배경
• 기존 및 향후 교통 수요

• 수용력과 연결성을 향상하기위해 프랑코니아-스프
링필드 파크웨이를 따라 접근 수정

• 페어팩스 카운티의 종합 계획

• 지난 공개 정보 회의
o 2017년 12월 17일
o 2021년 5월 17일

스프링필드 타
운 센터

TSA

프
론
티
어

드
라
이
브

프랑코니아-스프링필드 파크웨이

GS
A

NVCC

개발

Springfield 
Commons

로이즈데일 로드

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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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위치

프로젝트
위치

GSA

TSA

스프링필드
타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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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설계 기능

• 4차선 분리 도로

• 공용 사용 경로

• 프론티어 드라이브와 프
랑코니아-스프링필드 파
크웨이 교차로의
브레이디드 램프

• 프랑코니아-스프링필드
지하철역 접근성 개선
로
이
즈
데
일
로
드

프
론
티
어

드
라
이
브

교차로의
브레이디드 램프
구성

프랑코니아-스프
링필드 지하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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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일반 섹션
프론티어 드라이브 연장 및 브레이디드 램프 프로젝트

비례가 아님

도로 양쪽의 10
피트 너비의 공
유 사용 경로

도로 양쪽의 완
충 공간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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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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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프로젝트 지역
프론티어 드라이브 연장 및 브레이디드 램프 프로젝트

버스 경유지 장
소 위치

(향후 프로젝트)

물병 손잡이 교차로
배치

인터체인지의
브레이디드 램프 구

성 및 제한된
진입제한에 대한 변

경 사항

교통 신호가
있는 T 교차로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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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코니아 - 스프링필드 지하철역 지역
프론티어 드라이브 연장 및 브레이디드 램프 프로젝트

물병 손잡이
교차로 배치

교통 신호가
있는 T 교차

로

중앙분리대를 따라
하차영역 제거

버스 경유지
장소 위치

(향후 프로젝
트)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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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티어 드라이브 연장및브레이디드 램프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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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코니아 - 스프링필드 지하철역 지역
역 접근성에 대한 변경 사항

구성
• 스프링필드 센터 드라
이브와 로이즈데일 로
드로 가는 교통을 허용
하는 새로운 도로와 연
결되는 새로운 교차로

• 교통 흐름과 운영을 개
선하기 위해 재구성된
교차로

새로운 도로

범례

재구성된 교차
로

새로운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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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코니아 - 스프링필드 지하철역 지역
버스 시설에 대한 변경 사항

수용력
• 세(3) 개의 새
버스 정류장

• 새로운 버스 정
류장 시설

범례

새로운 버스
정류장

기존의 버스 정
류장

새로운 버스 정류장
시설 15



프랑코니아 - 스프링필드 지하철역 지역
Kiss & Ride 시설에 대한 변경 사항

수용력
• 기존의 노상 픽업/하
차 구역 제거

• Kiss & Ride 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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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코니아 - 스프링필드 지하철역 지역
Park & Ride 시설 변경

수용력
• 주차대수변경 없음

구성
• 모든 접근 지점은
그대로 유지

• 진입 지점 #1 및 #2
로의 두(2)개의 새
로운 주차장 진입
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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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평가
국가 환경 정책법 (N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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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A의 중요성

NEPA에 따라 영향 중요성을 결정하려면 상황과 강도를 모두 고려해
야 합니다(40 CFR § 1508.27).

• 상황: 제안된 조치가 발생할 영향 환경입니다.

• 강도: 제안된 조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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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요구사항 요약

교통 혼잡 해결 교통 운영 및 안전 개선

지역 비즈니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

스프링필드 지역의 전반

적인 교통망 연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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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연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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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영향 요약
자원 대안 구축

재배치 소수자/저소득층에 대한 악영향 없음.

수자원 하천 영향 — 1,610 선형 피트
습지 — 0.17 에이커

천연 자원 확인된 북부 긴귀박쥐( Myotis septentrionalis ), 영향은 없을 것으
로 예상됨

문화적 자원들 영향을 받는 역사적 재산 없음

유해 물질 2단계 ESA에서 오염의 증거가 감지되지 않음

섹션 4f/6f 영향 섹션 4f 또는 6f 속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음 영향
제안된 프로젝트 도로 개선으로 인해 제거해야 하는 기존 소음 벽
단면에 대한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소음 장벽 1개 및 교체 벽 1
개

간접 및 누적 효과 중요한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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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의

• 하나의 학교와 하나의 기지국을 포함한 5개 업체
가 옮겨집니다. 소수 민족 소유일 가능성이 있습
니다.

o VDOT가 균일이전 지원 및 부동산 취득법에 따라 적절
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 이러한 잠재적 영향이 소수 민
족/저소득층에게 악영향을 의미 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ACS(미국 커뮤니티 설문 조사) 2020년 인구 조사 블록 그룹 수준의 5개년 데이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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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예상되는 총 영향:
• 하천 영향 — 1,610 선형 피트
• 습지 — 0.17 에이커

o 이러한 영향이 미국 해역(WOUS)에 미치는 영향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o 허가 요건에 따라 완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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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물질

2017년 기준 환경 현장 평가(ESA) 2021년 기준 환경 현장 평가(ESA)

1단계 ESA는 이전 수처리 공장과 빈 사
무실 건물/창고에 제한된 2단계 ESA를
권장했습니다.

2017년 1단계 ESA의 결과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프랑코니아-스프
링필드 지하철역 부지의 지하 저장 탱
크(UST)에 대한 추가 지하 조사가 권
고되었습니다.

2단계 ESA에서 오염의 증거가 발견되
지 않음.

2단계 ESA에서 오염의 증거가 감지되
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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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분석

• 23 CFR 772에 따른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FHWA) 규정을 준수하기 위
해 연방 자금 지원 프로젝트의 소음 수준을 평가해야 합니다.

• 프로젝트 소음 수준이 확립된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VDOT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소음 완화를 제안해
야 합니다.

• 예비 소음 분석의 결과는 최종 설계 단계에서 검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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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소음 분석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소음 장벽

* 제안된 프로젝트 도로 개선은 재배치해야 하는 기존 소음 벽에 물리적
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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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효과 및 누적 영향

• 영향이 확인되었지만
심각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o 이러한 영향 중 일부
는 모범 관리 사례를
통해 줄일 수 있습니
다.

프로젝트 작
업

프로젝트 작
업 관련 작업

직접적인 환경 영향

간접적인 환경 영향

출처: NEPA 프로세스에서 간접 및 누적 영향 고려에 관한 질문 및 답변, FHW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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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평가

NEPA 공공 참여 프로세스의 일환으
로 귀하의 의견은 중요하며 커뮤니티
가 피드백을 제공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문서는 현재 2022년 7월 29일까
지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하는 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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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용지매입
• 22건의 부분적 임시 및/또는 영구 인수 제안

• 이러한 영향은 최종 설계가 개발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유틸리티 지역권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 각 공로용지매입은 고유하며 진행 통지 이후 사례별로개별진행됩니다.

• 권리

o WRPV XIII Residences Springfield, LLC

o Springfield Commons Inc.

o WMATA

o 버지니아 철도 및 대중 교통부

o 미국

o USGBF TSA, LLC

o Springfield Metro Center II, LLC

o Springfield Industrial Park Partnership

o INOVA Health Care Services

o State Board for Community Colleges

o Commonwealth of Virginia

o Sansaba Land and Livestock, LLC

o 스프링필드 7113 레이튼 드라이브의 개
인 소유주

https://www.virginiadot.org/business/resources/Right_of_way/A_Guide_for_Property_Owners_and_Tenan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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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DBB 프로젝트 비용 및 자금

견적*
- 프로젝트 단계

견적*
- 금액

계획된/제안된
기금

- 계획됨

계획된/제
안된 기금
- 현재 자
원

계획된/제
안된 기금

- 적자

계획된/제안된 기금
- 제안된 자원(들)

예비 엔지니어링 1,260만
달러

$5.0 M 현지 & 
NVTA

아래에서 전체
보기

아래에서 소스 보기

통행권 및 유틸리티
재배치

$42.1 M $25.5 M NVTA & 
RSTP

아래에서 전체
보기

아래에서 소스 보기

시공 $167.0 M $0 M N/A 아래에서 전체
보기

아래에서 소스 보기

합계 $221.7 M $30.5 M N/A $191.2 M

스마트 스케일, NVTA 70%, 
RSTP, 연방 보조금, 로컬 및/
또는 기타

이 프로젝트는 지역, Northern Virginia Transportation Authority(NVTA) 지역 기금 및 RSTP(Regional Surface 
Transport Program) 연방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추가 자금을 모색할 것입니다.

*견적은 프로젝트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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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프로젝트 일정

이정표 날짜

가상 위치 및 설계 공청회 2022년 7월 12일

주민 의견 수렴 기간 종료 2022년 7월 29일

진입제한 변경에 대한 CTB 승인 2022년 가을

위치 및 설계 승인 2022/2023년 겨울

공로용지매입, 유틸리티 이전 및 건설의 시작은 자금 조
달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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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WMATA, 페어팩스 카운티 및 이해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조율

설계 승인

공청회 직원 보고서 발행

최종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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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방법
7월 29일까지 가상 설계 공청회에 대한 피드백 제공:

방법 VDOT 지하철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meetingcomments@VDOT.virginia.gov로 이메일을 보내주

십시오
franconia@wmata.com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제목 줄에 “프론티어 드라이브 연장 ”을 입력하십시오 제목 줄에 “프론티어 드라이브 연장 ”을 입력하십시오

음성 사서함에 남기기 (703) 259-1794 (202) 962-2511

우편 보내기

Mr. Zamir Mirza
VDOT의 북 버지니아 지역

4975 Alliance Drive
Fairfax, Virginia 22030

WMATA
비서실

300 7th St, SW
Washington, DC 20024

의견
가상 회의 중 또는 온라인에서 질문 창을 통해

www.virginiadot.org/FrontierDriveExtension에서 의견
설문 조사를 통해

가상 회의 중 또는 온라인에서 질문 창을 통해
www.virginiadot.org/FrontierDriveExtension에서 의견 설

문 조사를 통해

요청을 통해 대면으로
(영업 시간 중)

VDOT의 북 버지니아 지역
4975 Alliance Drive

Fairfax, Virginia 22030
예약을 하려면 미리 (703) 259-1794 또는

TTY TDD 711로 문의하세요

WMATA, 비서실
300 7th St, SW

Washington, DC 20024
예약을 잡으려면 미리 (202) 962-2551 또는 TTY (202) 962-2033으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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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oWebinar 팁
• 말로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내고 싶으시다

면,
o 손을 들고 음소거를 해제하십시오.
o 여러분이 질문이나 의견을 낼 순서가 오면 진행
자가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할 것입니다.

• 질문을 작성하거나 의견을 작성하려면:
o 질문 상자를 확장합니다.
o 질문 글을 통해 질문 또는 의견을 내려면 [Enter 

a question for staff]에 작성하세요

• 모든 참가자는 음소거됩니다.

• 연결이 끊긴 경우 회의에 다시 참여하십시
오.

데스크톱 보기

1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나요?

더 많은 정보는 다음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virginiadot.org/FrontierDriveExtension

37

https://www.virginiadot.org/projects/northernvirginia/frontier_drive.asp

	프론티어 드라이브 연장 및 브레이디드 램프 �페어팩스 카운티 
	COVID-19 대응을 위한 가상 위치 및 설계 공청회
	프로젝트 팀
	공청회 일정
	프로젝트 배경
	프로젝트 위치
	프로젝트 설계 기능
	프로젝트 일반 섹션�프론티어 드라이브 연장 및 브레이디드 램프 프로젝트
	지도 범례
	북쪽 프로젝트 지역� 프론티어 드라이브 연장 및 브레이디드 램프 프로젝트
	프랑코니아 - 스프링필드 지하철역 지역�프론티어 드라이브 연장 및 브레이디드 램프 프로젝트
	프론티어 드라이브 연장및브레이디드 램프 프로젝트
	프랑코니아 - 스프링필드 지하철역 지역� 역 접근성에 대한 변경 사항
	프랑코니아 - 스프링필드 지하철역 지역� 버스 시설에 대한 변경 사항
	프랑코니아 - 스프링필드 지하철역 지역� Kiss & Ride 시설에 대한 변경 사항
	프랑코니아 - 스프링필드 지하철역 지역� Park & Ride 시설 변경
	환경 평가�국가 환경 정책법 (NEPA)
	NEPA의 중요성
	목적 및 요구사항 요약
	환경 연구 지역
	잠재적 영향 요약
	환경 정의
	수자원
	유해 물질
	소음 분석
	예비 소음 분석
	간접 효과 및 누적 영향
	환경 평가
	공로용지매입
	예상 DBB 프로젝트 비용 및 자금
	예상 프로젝트 일정
	다음 단계
	의견 제출 방법
	GoToWebinar 팁
	질문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