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OCTA)은 남부 오렌지

카운티 교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동 대안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상 커뮤니티 회의에 참여하여 남부

오렌지 카운티 다중 모드 교통 연구(SOCMTS)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질문하십시오.

All requests for reasonable accommodations and/or language
services must be made three working days (72 hours) in
advance of the scheduled meeting date by contacting Marissa
Espino at mespino@octa.net or (833) 711-8070.

장애자를 위한 편의 제공이나 통역 요청은 반드시 회의 예정일 3

영업일(72시간) 전에 해야 합니다. 연락처는 마리사

에스피노(Marissa Espino) mespino@octa.net 또는 전화

(833) 711-8070.

The Orange County Transportation Authority
(OCTA) wants to hear your feedback on
alternative travel options that could help
improve transportation in south Orange County.
Join us for a virtual community meeting to learn
more about the South Orange County
Multimodal Transportation Study (SOCMTS)
and ask questions.

Para ver la invitación en español, visite:
octa.net/SouthOCStudy

以简体中文查看邀请，请访问: octa.net/SouthOCStudy

Để xem lời mời bằng tiếng Việt, xin vui lòng truy cập:
octa.net/SouthOCStudy

Languages and Other Needs /

We Want To Hear From You!

Please take a short survey online to share your
feedback on proposed multimodal alternatives
that will help improve transportation in south
Orange County in the future.

Survey Link /
SouthOCStudysurvey.com

Online /            : https://bit.ly/3oVpj8z

US Phone: 1 669 900 6833
Webinar ID: 863 5463 2775
Passcode: 525228

WHERE /

Date /
Wednesday, March 23, 2022 /

Time /
A recording of the presentation will be available on
the project website following the meeting.

WHEN /

A Virtual Meeting Room will also be open from
Monday, March 14 to Friday, April 15, 2022 to
learn more about the study, make comments and
ask questions. Please visit octa.net/SouthOCStudy
to access the Virtual Meeting Room.

VIRTUAL MEETING ROOM /

날짜：

Marissa Espino
Principal Community Relations Specialist mespino@octa.net octa.net/SouthOCStudy833.711.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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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오렌지 카운티의 교통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에 남부 오렌지 카운티의 교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제안된 다중 모드
대안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짧은 설문 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2022년 3월 23일

시간: 오후 5:30-6:30 p.m.

회의 후 프로젝트 웹 사이트에서 녹화된 발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장소

온라인

가상 회의실도 2022년 3월 14일 월요일부터 4월 15

일 금요일까지 오픈할 예정이니 연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 회의실에 접속하려면 octa.net/SouthOCStudy

를 방문하십시오.

가상 회의실

설문조사 링크:

통역 및 기타 편의 제공



Orange County Transportation Authority
C/O Marissa Espino
PO Box 14184
Orange, CA 92863-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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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오렌지 카운티의 교통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Legend / 범례

Study Area / 연구 지역

Freeway / 프리웨이

Toll Roads / 유료 도로

Highways / 고속도로

Railroad /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