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rt Authority of New York & New Jersey(Port Authority)에서는 미국연방규정집 제14권 제150부에 의거하여 계속 진행 
중인 테터보로(TEB) 소음방지계획 연구(제150부 연구)의 일환으로, 동 규정의 요구사항에 따라 공항소음방지 
프로그램(NCP) 초안 작성을 테터보로(TEB) 공항소음방지 프로그램(NCP) 초안본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1년 10월 
15일까지 http://panynjpart150.com/TEB_DNCP.asp 에서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공항소음방지 프로그램(NCP) 초안을 살펴보고 의견을 주시려면 서면 형태로 다음 주소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Port 
Authority of New York & New Jersey, 4 World Trade Center, 150 Greenwich Street, 18th Floor, New York, NY 10007, 수신인: Ayo 
Olanipekun. 또한 이메일로 작성해 NJPART150@panynj.gov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우편으로 보내시려면 늦어도 2021년 10월 
15일까지는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공항소음방지 프로그램(NCP) 초안에 관한 비대면 온라인 공공정보 워크숍 및 공청회 

주민 여러분께 테터보로(TEB) 공항소음방지 프로그램(NCP) 초안에 관해 설명드리고 귀한 의견을 듣는 기회의 장이 될 
워크숍과 공청회를 온라인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워크숍 및 공청회 진행 방식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공공정보 워크숍에서는 CFR 제14권 제150부 프로세스 
안내와 더불어 공항소음방지 프로그램(NCP) 초안에서 
권고하는 소음저감, 토지사용 및 프로그램 
관리방안의 상세 내용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이 첫
부분에 진행됩니다. 
워크숍에 참가해서 질문을 하거나 프로젝트 팀과 직접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금번 공청회에서는 공항소음방지 프로그램(NCP) 초안본에 
관해 주민 여러분이 의견을 발언하실 시간이 마련됩니다. 
모든 의견은 속기록으로 기록됩니다. 발언을 신청한 인원 
수에 따라 1인당 발언 시간이 1~3분 범위에서 동일하게 
정해집니다. 공청회는 참가등록한 모든 분들에게 발언 
기회가 돌아간 후에 마칠 예정입니다. 

들려 주신 모든 의견(서면·구두)과 Port Authority에서 
준비한 답변을 공항소음방지 프로그램(NCP) 최종본에 
반영하면, 연방항공청(FAA)에서 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 
여기에 수록된 PANYNJ 측 권고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공공정보 워크숍 오후
5:00 ~ 오후 6:30 

(중간 휴식 30분) 

비대면 온라인 공청회: 오후 7:00 ~ 오후 9:00 

Zoom 플랫폼상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사전 등록 필요

drafttebncp.eventbrite.com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가를 원하시면
Port Authority 소음관리국에 전화 (212) 435-3777로 
연락하셔서 참가등록을 한 후 워크숍과 공청회
참가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어, 한국어 통역과 미국 수어로 워크숍과 공청회를 청취하시려면 사전에 해당 서비스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워크숍 개최 시간으로부터 늦어도 2021년 9월 23일까지 Port Authority 소음관리국에 이메일 
NJPART150@ panynj.gov 또는 전화 (212) 435-3777로 연락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관련 정보: http://panynjpart150.com/TEB_homepage.asp 
테터보로(TEB) 공항소음방지 프로그램(NCP) 초안본: 
http://panynjpart150.com/TEB_DNCP.asp 

워크숍에 참석할 수는 없지만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면? 
이메일 NJPart150@panynj.gov로 문의. 우편은  
2021년 10월 15일까지는 소인이 찍혀야 함. 

워크숍이나 청문회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Port Authority 소음관리국 이메일 
NJPart150@panynj.gov  전화: 212-435-3777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테터보로 공항

비대면 온라인 공공정보 워크숍 및 공청회
미국연방규정집(CFR) 제14권 제150부 소음방지 및 토지사용 계획 연구 

컴퓨터나 인터넷이 없어서 참가하기 곤란한 분들은
Port Authority에 상기 주소로 서면 요청을 하시면 
해당 초안본과 워크숍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CD-ROM 또는 
USB 드라이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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