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 0014160 ROGERS BRIDGE PROJECT
ROGERS BRIDGE @ CHATTAHOOCHEE RIVER – PEDESTRIAN BRIDGE
COMMENT FORM
1 Where do you live?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 City of Duluth

☐ City of Johns Creek

☐ Fulton County

☐ Gwinnett County

☐ Other

2 In thinking of Rogers Bridge, what elements or design features are important to you (style,
cost, color, etc.)? (Rogers 다리를 생각할때, 어떤 요소들 또는 디자인 특징들이 당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스타일, 비용, 색상 등등))

3 Do you plan to use the bridge once the project is complete? (이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면,
당신은 그 다리를 이용할 계획 입니까?)
☐ Yes

☐ No

4 Please rank the four design alternatives presented (1 = favorite and 4 = least favorite)
(제시된 네 가지 디자인 대안들을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1 = 가장 선호 , 4 = 가장 덜 선호))
RH‐1 (Existing Bridge Rehabilitation)

SS‐3 (Pony Truss/Existing Bridge Hybrid)

RP‐2 (Replica Truss)

RP‐6 (Tied Arch)

What did you like about the favorite? (당신이 가장 선호하는 대안에서 어떠한 부분이
마음에 드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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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id you dislike about the others? (당신이 가장 선호하는 대안 외 대안들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5 What is your overall opinion of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에 대한 당신의 전반적인 의견은
무엇입니까?)

6 In the space below, please provide additional comments regarding any aspect of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 공간에 알려 주십시오.)

Name:
Address

E‐Mail
온라인 양식들은 www.duluthga.net/rogersbridgecommentform 에서 5 월 1 일까지 이용
가능 합니다. 작성된 양식들은 이메일을 통하여 mpozin@duluthga.net 로 보내거나
일반우편을 통하여 아래 명시된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City of Duluth
Attn: Margie Pozin, P.E., CQA
City Engineer
3167 Main Street
Duluth, Georgia 3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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