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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 환경보호국(NJDEP)은 뉴저지 주의 리틀페리, 무나치, 칼슈타트, 테터보로 및
사우스해컨색에 위치해 있고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선택한 설계에 의한
재건(RBD) 목초지 프로젝트를 계획, 설계 및 시행하기 위한 다년 간의 노력을 통해서
강력한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 지원 활동 과정에 참여합니다. 이 지역은 1 단계 시험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HUD 는 이 프로젝트, 특히 1 단계 시험 지역에 대해 지역사회 개발
정액 보조금 재해 복구(CDBG-DR) 자금에서 1 억 5 천만 달러를 뉴저지 주에
지급했습니다.
뉴저지 주 지역사회 개발부(DCA)는 이러한 자금과 다른 CDBG-DR 자금을 수령하는 기관이
기 때문에, DCA 는 기존의 상세한 주민 참여 계획(CPP)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PP 는 DCA
웹사이트 http://www.renewjerseystronger.org/wp-content/uploads/2014/11/CITIZEN_PARTICIPATION_PLAN_313-13.pdf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CPP 는 DCA 의 기존 CPP 에 대한 보충 계획 역할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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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RBD 목초지 프로젝트에 특정한 주민 지원 활동 계획(COP)을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특정한 COP 의 주 목표는 이 프로젝트 지역의 모든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이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 및 시행에 참여할 기회를 허용하는 투명하고 포괄적인 지역사회 지
원 활동 및 대중 참여 계획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RBD 새 목초지 프로젝트 개념에 대한 추가
정보는 NJDEP 웹사이트 www.rbd-meadowlands.nj.gov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는 이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 동안 참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들에는 타당성/환경 검토(계획), 설계 및 시행(공사)이 포함됩니다. RBD 목초지
프로젝트 COP 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NJDEP 는 연방 공보 통지 FR-5696-N-11, 제 VI 조에
설명된 모든 HUD 주민 참여 계획 요건을 준수했고, 국가환경정책법(NEPA), 40 CFR Part
1506.6, 대중 참여 조항의 대중 참여 요건, 그리고 DCA 의 언어 접근 계획(LAP,
www.renewjerseystronger.org 에서 사용 가능)을 준수할 것입니다.
RBD 목초지 COP 의 목표는 RBD 계획, 설계 및 시행 과정에서 일반대중이 참여 및
협력하는 것이고, 이러한 일반대중에는 취약하고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주민, 소수
인종 및 민족, 장애인,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사람, 시 공무원, 지역사회 조직, 사업계,
학계가 포함됩니다. 이 계획의 목적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의견을 요청하고,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RBD 목초지 COP 는 목초지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음을 포함하는
다면적인 대중 참여 과정을 통해서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집행 운영 위원회의 설치, 지원 활동 소위원회, 주민 자문 그룹, 공개 회의, 전용 웹사이트,
이메일 리스트서브, 주민 불만 제기 절차, 보도 자료. RBD 목초지 프로젝트에 특정한 지원
활동 전략 및 기법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집행 운영 위원회(ESC)
RBD 목초지 프로젝트에는 집행 운영 위원회(ESC)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ESC 의 역할은
협력을 주도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ESC 위원들에 대한 포럼을 제공하여 RBD 목초지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NJDEP 에 의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SC 는 프로젝트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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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일정, 프로젝트 관련 정책 문제, 그리고 대중이 시장들과 NJDEP 에 제기하는
우려 사항들을 논의합니다.
ESC 는 NJDEP 국장 및/또는 그의 대리인이 의장이 되고, 또한 HUD 의 대표자, NJDEP
RBD 프로젝트 팀원, 목초지 위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시의 시장 및/또는 그의 피지명자가 포함됩니다. 다른 조직체들은 필요에 따라 ESC 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ESC 는 자문위원회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최종 결정은 CDBG-DR/RBD 자금의
하위 수령자인 NJDEP 의 국장과 RBD 프로젝트의 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이 내립니다.
지원 활동 소위원회(OSC)
집행 운영 위원회는 이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각 시의 피임명자 1 인과 NJDEP
RBD 프로젝트 팀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지원 활동

소위원회(OSC)를

설치합니다.

OSC 는 취약하고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주민, 소수 인종 및 민족, 장애인,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사람, 시 공무원, 지역사회 및 기업 조직을 대표하는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을 확인합니다. OSC 는 RBD 프로젝트 팀을 통해서 ESC 에게 보고합니다.
OSC 는 초기에 이해관계자들이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OSC 는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자, 주민
리더 및 취약한 주민들,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파악하는 최적의 위치에 있는 지방정부 공무원 또는 대표자들의 지식을 상당히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업무가 완수되면, OSC 는 해체됩니다.
주민 자문 그룹(CAG)
RBD 목초지 프로젝트에는

지역 주민 자문 그룹(CAG)을 설치합니다. CAG 의 목적은

NJDEP 프로젝트 팀과 지역사회의 주요 주민 및 주민 그룹 대표자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는 포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CAG 위원들은 문제점과 우려 사항에 대해 OSC 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취약한 주민들을 대표하는 위원들을 포함하는 주민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CAG 에 제출하는 정보를 공유할 책임이 있습니다. CAG 위원들은
프로젝트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를 대표합니다. CAG 는 ESC 와

NJDEP R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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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팀에 참여하는 시들이 임명하는 대표자들로 구성됩니다. 또한 NJDEP RBD
프로젝트 팀은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CAG 위원들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합니다.
CAG 는 NJDEP RBD 프로젝트 팀과 연락하고, OSC 는 더 규모가 큰 ESC 에 문제점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CAG 위원들은 프로젝트 지역에 대한 지방정부 공무원의 지식을
보충하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시행됨에 따라 의견을 제공합니다.
특히, CAG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프로젝트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과 공유

•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따라야 하는 과정과 절차를 공유

•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어떤 지역사회 우선 사항 또는 우려
사항이 있는지 결정

•

더 규모가 큰 지역사회의 우선 사항, 문제점, 우려 사항에

대해 프로젝트

팀의 주의를 환기
NJDEP 의 역할은 프로젝트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프로젝트의 다양한 단계에 대한
과정과 절차를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와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요청하고, 주요 단계의 CAG
회의를 하는 동안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시장들의 역할은 CAG 및 일반대중 회의를 주최하고, 세부 계획과 회의 일정에 대해 RBD
프로젝트 팀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CAG 는 중요한 단계에서 회의를 열고 필요한 공공 지원 활동을 수행하여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에 계속 정보를 알려주고,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각 단계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제공합니다. CAG 는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더 자주 회의를 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NJDEP 는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위원들에게는 이메일을 통해서, 그리고 전화번호만을
제공하는 위원들에게는 전화를 통해서, 모든 지역 CAG 회의에 대한 통지를 제공합니다.
일반 주민이 CAG 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실로 연락하거나, 또는 NJDEP
프로젝트 팀 웹사이트 rbd-meadowlands@dep.nj.gov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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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지원 활동
RBD 목초지 프로젝트 및 RBD 목초지 COP 와 연관된 지원 활동은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EIS)에 대해 24 CFR Part 58(HUD 환경 책임을 지는 조직체에 대한 환경 검토
절차)에 규정된 대중 참여 요건에 의해 조정됩니다. EIS 과정은 NEPA 의 요건에 따라
수행됩니다. NEPA 는 연방정부가 중대한 환경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하기 전에 잠재적 영향 평가에 대한 정보를
대중과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절차법입니다. 대중 참여는 NEPA
과정의 요건입니다.
공공 지원 활동이 프로젝트의 전체 기간 동안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중 참여가 가장
심하게 집중되는 NEPA 과정에 다음과 같은 2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1) 스코핑과 (2)
초안 EIS 의 공개.
• 스코핑. 스코핑은 환경 검토 과정의 초기에 발생하고, 특정한 대안, 문제점, 우려

사항, 분석 방법에 대한 NEPA 분석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코핑을 하는
동안 환경 검토에 대한 계획 초안이 발표됩니다. 이 계획은 일반적으로 스코핑 초안
문서라고 부릅니다. 이 스코핑 초안 문서는 가장 의미있는 방법으로 공공 검토를
촉진하고 초기 대중 의견에 집중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대중과 관련 정부기관들은
초청을 받아, 공개된 스코핑 회의에서 구두로, 그리고 30 일의 공식 스코핑 과정
기간 동안 서면 의견의 제출을 통해서, 이 스코핑 초안 문서에 대한 의견을
제공합니다. 이 스코핑 초안 문서는 이 프로젝트의 목적과 필요를 설명하고, 고려할
대안의 예비 범위를 확인하고, 분석할 예상되는 영향의 범위를 제시하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방법론을 요약합니다.
• 초안 EIS 의 공개. 환경 분석이 거의 완료될 때, 초안 EIS 는 대중과 정부기관이

검토하기 위해 공개됩니다. 검토 의견은 공청회에서 구두로, 그리고 45 일의 초안
EIS 검토 기간 동안 서면 제출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난
후에, 초안 EIS 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된 최종 EIS 가 공개되고, 30 일의 검토
기간 동안 대중과 정부기관이 검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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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핑, 초안 EIS, 최종 EIS 검토 단계는 연방 공보 웹사이트, www.federalregister.gov 에
게시되는 통지, 그리고 지역 신문의 광고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됩니다. 공공 스코핑은
30 일의 기간 동안 지역 신문 공고란과 프로젝트 웹사이트에 발표됩니다. EIS 작성 의도
공지는 스코핑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발표되고, 공공 스코핑 회의 날짜 및 위치를
알려줍니다.
가용성 공지(NOA)는 초안 EIS 의 공개를 발표하고, 초안 EIS 에 대한 45 일의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시작하고, 공청회 날짜 및 위치와 초안 EIS 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발표합니다. 예정된 모든 공공 회의는 프로젝트 지역 내 또는 인근에서 편리한 위치와
시간에 개최됩니다.
다른 대중 참여 기법은 NEPA 과정 동안에 사용되어 중요한 정보를 수집 및 배포합니다.
스코핑 회의, 초안 EIS 공청회, 공식 의견 수렴 기간을 발표하는 연방 공보 통지는 미디어
보도, 신문 광고, 전단, 뉴스레터, 웹사이트 발표, 다른 공지에 의해 보완될 수 있습니다.
스코핑이 끝난 후에, 대중과 기관들은 공개 오픈 하우스와 자문 또는 다른 위원회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대안 개발 및 분석 단계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NEPA

과정의

현황에

대한

정보는

뉴스레터와

프로젝트

웹사이트

www.rbd-

meadowlands.nj.gov 를 통해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NEPA 과정을 완료했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의 대중 참여 요소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은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을 것입니다.
취약한 주민
연방 공보 통지, 일람표 번호 FR–5696–N–11(2014 년 10 월 16 일)는 수령자가 소수 인종 및
민족을 포함하는 취약하고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주민, 장애인,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사람을 RBD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동안 계획 및 의사 결정 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RBD 목초지 COP 에는 소수 인종 및 민족을 포함하는 취약하고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주민,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사람, 장애인에게 봉사하는 지역사회 단체에 대한
투명하고 포괄적인 지원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대표자들은 RBD 목초지
CAG 의 일원이고, RBD 프로젝트 팀이 취약하고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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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연락하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모든 지원 활동은 24 CFR Part 570 (HUD 지역사회 개발 정액 보조금),
그리고 www.lep.gov/resources/HUD_NJ_Agreement_5-30-14.pdf 에서 사용할 수 있는 HUD,
라티노 활동 네트워크, 공정 배분 주택 센터, NJ 주 미국 유색인 발전 협회 컨퍼런스,
뉴저지 주 및 뉴저지 주 지역사회 개발부 사이의 자율 준수 협약 및 조정 협약을 따릅니다.
정보는 공청회에서 장애인과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사람(LEP)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중과 직접 접촉하여 참여할 때 다중 언어 확인
카드, 즉 "I Speak" 카드를 사용하고, 어떤 사람이 자신이 LEP 라고 확인할 때 무료 전화
통역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대중의 의견과 참여를 요청하는 모든 서면 자료,
법적 공지 및 주민 참여 공지는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번역되고, 요청하는 경우, DCA 의
언어 접근 계획(LAP)에 포함된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CA 가 언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인인 샌디에 의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9 개 카운티에서 사용되는
11 개 언어(스페인어+10 개 다른 언어)로 제공되는 "언어 면책"은 LAP 와 일관성이 있는
공공 지원 활동을 위해 인쇄된 모든 자료에 포함됩니다.
공청회 공지는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번역됩니다, 공지는, 요청하는 경우, LAP 에 포함된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청회 공지에는, 요청하는 경우, 통역사가
공청회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한 주민에게 지원 활동을 제공할 추가 기회를 원하는 경우, NJDEP 는
환경정의실과 조정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회의/청취 세션
NJDEP 와 파트너들은 지역사회 회의와 청취 세션을 통해서 조언, 의견,

참여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회의는 주요 프로젝트 단계에서, 또는 ESC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개최됩니다. 이러한 회의는 공식 공청회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러한 포럼은 대중과
RBD 프로젝트 팀 사이에 비공식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RBD 프로젝트 팀원
및/또는 컨설턴트는 현황 업데이트와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합니다. 대중은 이러한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질문을 하고, 우려 사항에 대해 발언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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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회의에서 공유하는 몇몇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젝트의 목적과 목표

•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따라야 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설명

•

설계 옵션과 장점 및 각 설계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

•

개방적인 토의 및 질의 응답

지속적인 지원 활동
NJDEP 는 RBD 프로젝트의 개발 및 시행에 대한 진행 사항을 대중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NJDEP 는 홍수 피해 위험 감소 측정실(OFHRRM) 웹페이지 www.rbdmeadowlands.nj.gov 를 설치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공공 회의에 대한 지원 활동 자료와
통지를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제공합니다.
진행 중인 추가 지원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프로젝트 단계에 대한 보도 자료

•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등록하고, 정보 및 현황 업데이트 통지를

받기 위한

전자 메일(리스트서브)
•

사실 자료와 뉴스레터

•

소셜 미디어

•

공공 회의 발표 및 프로젝트 전단

이해관계자 그룹의 광범위한 메일링 리스트가 작성되었고, 프로젝트 시행 기간 동안 계속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이 리스트는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정보를
전송하고, 회의 전단과 이메일 통지를 통해서 공공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해관계자 그룹의 리스트를 원하시면 부록 A 를 참조해 주십시오.
실행 계획 수정
DEIS 가 완료된 후, 이 주는 연방 공보 통지, 일람표 번호 FR–5696–N–11(2014 년 10 월
16 일)의 요건, 그리고 특히 이 통지의 제 VI.6.b 조에 따라 실행 계획 수정(APA)을
작성합니다. 이에 따라, APA 는 최대한 현실적이고 적절한 정도로 선택된 RBD 조화를
이루고, 모든 공지 요건(편익-비용 분석 및 인증과 관련된 요건 포함)을 준수하는 R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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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HUD 가 요구하는 것처럼, APA 는 DCA 웹사이트
www.nj.gov/dca 에 대중 의견으로 게시됩니다. APA 는 최소한 30 일 동안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게시됩니다. 또한 DEIS 공청회는 APA 에 대한 필수 공청회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HUD 로 제출하기 전에 APA 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HUD 는 60 일 이내에 APA 를 승인합니다. EIS 과정은 APA 가 HUD 의 검토를 받는
동안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 지원 활동 목표 및 전략
DCA 의 APA 번호 12(섹션 4: RBD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활동과 대중 의견)에

대하여,

OSC(위에서 설명)는 주 지역사회에 특정하고 독특한 지원 활동 계획을 작성할 주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SC 는 공무원, 이해관계자, 취약한 주민들의
지식을 강화하여 대중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파악함으로써 이 프로젝트의 개발과
시행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섹션은 그 지시를 완료하는 OSC 의 업무를
나타냅니다.
리틀페리 보로우
목표:
RBD 프로젝트의 다양한 개발 단계와 관련된 문제점, 우려 사항 및 정보 공유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그룹의 지속적인 대화 및 의견 제공을 위해
리틀페리 내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설치.
주요 이해관계자:
•

워터프론트 부동산 소유자, 주민, 임차인, 고령자

•

사업체

•

지역 학교

•

교회(세인트 마가렛, 복음 그리스도 교회, 동산 교회)

•

청소년 스포츠 그룹

•

소방대

•

구급대

•

긴급 재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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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티노/히스패닉 지역사회

•

한국인/아시아인 지역사회

지원 활동 방법:
•

보로우 웹사이트

•

보로우 페이스북

•

지역 신문 – 뉴스 기사 및 공지(가제트 및 리틀페리. 지방 버겐 레코드)

•

학교 전단

•

교회 게시판

•

이메일

•

민족 신문의 광고/기사

•

영향을 받은 부동산 소유자, 주민, 상업용 임차인에

대한 표적

우편물/전단
•

고령자 클럽 회의

•

청소년 스포츠 그룹 전단

•

번역된 전단

•

H-마트(워터프론트

가까이에

위치한

대규모

한국인/아시아인

식품점)의 전단
제안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필요에 따라 실시되는 주민 그룹에 대한 CAG 회의
및 지원 활동, 그리고 타당성, 설계 및 공사 같은 주요 프로젝트 단계. 위에서 설명한
지원 활동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능하고 타당한 정도까지, 이
보로우는 이중 언어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제공하여 영어로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주민과 사업체로부터 의견을 듣습니다.
무나치 보로우
목표:
무나치 보로우는 RBD 프로젝트의 다양한 개발 단계와 관련된 문제점, 우려 사항
및 정보 공유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그룹의 지속적인 대화 및 의견
제공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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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해관계자:
•

주민

•

조립식 주택 지역사회

•

사업체

•

지역 학교

•

소방서/EMS(구급대)

•

오듀본 협회

•

사우스버겐 로터리 클럽(리틀페리와 무나치 포함)

•

무나치 고령자 클럽

•

히스패닉 지역사회

•

뉴욕 및 뉴저지 주 항만관리청

지원 활동 방법:
•

보로우 웹사이트

•

소셜 미디어(보로우 페이스북, 소방서 페이스북, EMS 페이스북,
경찰서 페이스북, 로버트 L 크레이그 학교 페이스북, 사우스버겐
로터리 페이스북)

•

시 뉴스레터(3 개월마다 발행)

•

트위터 계정(개설 예정)

•

지역 프로젝트 페이스북 페이지(개설 예정)

•

이메일

•

학교를 통해서 집으로 보내는 학생/가족에 대한 전단

•

고령자 클럽 회의에 참석

•

2 개의 조립식 주택 지역사회 게시판에 게시되는 전단

•

제일 장로 교회 뉴스레터/게시판

성공적인 의사소통은 양방향 관계입니다. 저희의 페이스북 지원 활동은 모든
의견을 수집 및 분류합니다. 소셜 미디어는 저희 주민들이 우려 사항과 제안에
관심을 갖도록 격려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소박한 사업상의 점심 식사를 통해서,
피해 상황을 함께 우려하는 사업주가 아이디어와 전략을 공유하도록 유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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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CAG 위원이 PTO(학부모 교사 협의회) 회의, 고령자 클럽 회의, 도심에서
열리는 토론의 밤에 참석하는 것은 현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의 빈도와 시기는 CAG 위원들이 결정합니다. 어떤 위원들은 낮에 회의를 하는
경향이 있으나, 다른 위원들은 밤을 선호합니다. 모든 회의는 페이스북에 발표하여
최대한 가능한 정도까지 참석을 촉진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적절한 양의 의견을 수집하면 요약하여 프로젝트 팀에게
제출합니다. 제출 시기는 프로젝트의 진척도에 달려 있습니다.
테터보로 보로우
목표:
RBD 프로젝트의 다양한 개발 단계와 관련된 문제점, 우려 사항 및 정보 공유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그룹의 지속적인 대화 및 의견 제공을 위해
테터보로 보로우 내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설치.
주요 이해관계자:
•

주민

•

사업체

•

주택 당국

•

뉴욕 및 뉴저지 주 항만관리청

지원 활동 방법:
•

보로우 웹사이트

•

소셜 미디어

•

지역사회 회의

•

온라인 및 인쇄 설문조사

•

이메일

•

전단

•

신속 도달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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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터보로는 CAG 위원들에게 의견을 제공하는 테터보로의 주민들과 사업체를
초청하는 타운홀 미팅을 분기별로 개최합니다. 회의록은 이메일을 통해서
배포됩니다. CAG 는 1 년 내내 필요에 따라 회의를 합니다.
사우스해컨색 타운쉽
목표:
사우스해컨색 타운쉽은 RBD 프로젝트의 다양한 개발 단계와 관련된 문제점, 우려
사항 및 정보 공유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그룹의 지속적인 대화 및
의견 제공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설치하기를 원합니다.
주요 이해관계자:
•

주민

•

사업체

•

메모리얼 스쿨 지역사회

•

사우스해컨색 고령자 클럽

•

히스패닉 지역사회

•

타운쉽 공무원/OEM 조정관

지원 활동 방법:
•

소셜 미디어

•

지역 프로젝트 페이스북 페이지(개설 예정)

•

이메일

•

학교를 통해서 집으로 보내는 학생에 대한 전단

•

고령자 클럽 회의에 참석

•

타운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단

•

타운 축하 행사에 대한 문서/핸드아웃: 트리 점등, 운동회

성공적인 의사소통은 양방향 관계입니다. 소셜 미디어는 주민들이 우려 사항과 제
안에 관심을 갖도록 격려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소박한 사업상의 점심 식사를 통해
서, 피해 상황을 함께 우려하는 사업주가 아이디어와 전략을 공유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CAG 위원이 PTO(학부모 교사 협의회) 회의, 고령자 클럽 회의, 타운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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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열리는 토론의 밤에 참석하는 것은 현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납세자들에게 보내
는 연례 우편에는 회의, 결과, CAG 의 일원이 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회의의 빈도와 시기는 CAG 위원들이 결정합니다. 어떤 위원들은 낮에 회의를 하는
경향이 있으나, 다른 위원들은 밤을 선호합니다. 제출 시기는 프로젝트의 진척도에
달려 있습니다.
칼슈타트 보로우
목표:
RBD 프로젝트의 다양한 개발 단계와 관련된 문제점, 우려 사항 및 정보 공유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그룹의 지속적인 대화 및 의견 제공을 위해
칼슈타트 내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설치.
주요 이해관계자:
•

주민

•

교회/종교 단체

•

사업체 및 상공회의소

•

지역 학교

•

주택 당국

•

시 공무원

지원 활동 방법:
•

보로우 웹사이트

•

소셜 미디어(페이스북, 닉셀, 보로우 웹사이트)

•

지역사회 회의

•

이메일

•

전단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지원 활동은 위에 언급된 모든 수단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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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그룹의 광범위한 메일링 리스트가 작성되었고, 프로젝트 시행 기간 동안

계속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이 리스트는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정보를 전송하고, 회의
전단과 이메일 통지를 통해서 공공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현재, 다음과
같이 파악된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됩니다.
•

미국 연안 소사이어티

•

허드슨강 재단

•

뉴저지 주 환경 위원회 협회

•

허드소니아 리미티드

•

버겐 카운티 오더번 소사이어티

•

인적 서비스 자문위원회

•

버겐 카운티 연속적 보호

•

자크 쿠스토 소사이어티

•

버겐 카운티 인적 서비스부

•

리틀페리 VFW

•

버겐 카운티 지역사회 개발국

•

장기 회복 센터(리틀페리)

•

버겐 카운티 장애국

•

테터보로 보로우 시장

•

버겐 카운티 노인 서비스국

•

칼슈타트 보로우 시장

•

버겐 카운티 보건부

•

무나치 보로우 시장

•

버겐 카운티 아동국

•

사우스해컨색 시장

•

버겐 카운티 VOAD 허리케인 샌디 LTRC

•

리틀페리 시장

•

버겐 카운티 자원봉사자 센터

•

목초지 상공회의소

•

버겐 특수 아동 건강 서비스

•

목초지 환경 보존 기금

•

버겐 재향군인 서비스국

•

대도시권 모빌홈 단지

•

리틀페리 보로우

•

뉴저지 주 하원의원 Gary Schaer

•

무나치 보로우

•

뉴저지 주 여성 하원의원 Marlene Caride

•

테터보로 보로우

•

뉴저지 주의 미래

•

칼슈타트 보로우

•

뉴저지 주지사 회복 및 재건실

•

에버그린 환경, LLC

•

뉴저지 주 스포츠 및 박람회 당국/목초지

•

공정 배분 주택

•

가족 성공 센터

•

FEMA

•

해컨색 리버키퍼

•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

HUD

위원회
•

뉴저지 주 회복력 네트워크(지속 가능
저지)

•

뉴저지 주 상원의원 Paul Sarlo

•

뉴저지 주 유료 고속도로 당국

•

RBD 목초지 연합

•

NOAA-NMFS

•

노스저지 시에라 클럽

•

노스저지 공공 정책 네트워크

•

북저지 교통 당국

•

NY/NJ 베이키퍼

•

NY/NJ 항구 및 강 어귀 프로그램

•

NY/NJ 항만관리청

•

베겐 카운티 재건에 동참

•

럿거스 대학/ 도시 환경 지속 가능성 센터

•

분수령 보존 행동 네트워크(SWAN)

•

주 역사 보존 담당관

•

사우스 버겐 로타리 클럽

•

자연 보호

•

뉴저지 주에 동참

•

사우스해컨색 타운쉽

•
•

USACE
USEPA

•

USEPA, BCSA 지역 프로젝트 매니저

•

USFWS

•

연방 의회 의원 Bill Pascrell

•

연방 상원 의원 Cory Booker

•

연방 상원 의원 Bob Menedez

•

뱅가드 모빌홈 단지

부록 B
집행 운영 위원회
의장: DEP 국장
(및/또는 피지명자)
칼슈타트 시장
리틀페리 시장
무나치 시장
사우스해컨색 시장
테터보로 시장
NJSEA
NJDEP 프로젝트 팀

목초지 집행 운영 위원회는 DEP 국장 및/또는 그의 피지명자가 의장이 되고, 또한 DEP
RBD 프로젝트 팀원, 시장 및/또는 그의 스탭들이 포함됩니다.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대표자들은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 위원회에 통합됩니다.
집행 운영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최종 결정은 지역사회

개발 정액 보조금 재해 복구(CDBG-DR) 자금의 수령자인 DEP 와 RBD 프로젝트의
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이 내립니다.

의견 보고서에 대한 회신

보고서 회신:
본 시민봉사활동계획(COP- Citizen Outreach Plan) 제안의 초안은 2016년 3월 31일자로
뉴저지 환경 보호부(NJDEP-New Jersey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웹사이
트인 http://www.nj.gov/dep/floodhazard/docs/rbdm-시민봉사활동계획(COP).pdf.에 게시
되었습니다. 해당 시민봉사활동계획(COP)을 만드는 데 뉴저지 주는 연방등록고지(Federal
Register Notice) FR-5696-N-11의 제 VI 부에 기술된 모든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시민 참여 계획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자 합니다. 또한,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40 CFR Sec.
1506.6 뉴저지주민 참여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아래에 나오는 모든 의견에 대한 회신
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래는 뉴저지주민의견의 수렴 기간에 시민봉사활동계획(COP)에

대한

의견을

제안해 주신 분들의 정보입니다.
번호순서 – 의견 제시자 이름– 소속
1.

안드레아 레샥, 뉴욕/뉴저지만과 하컨섹 하천관리자(NY/NJ Baykeeper and Hackensack

2.

Riverkeeper)
마크 레나, 에버그린 환경(Evergreen Environmental), LLC

3.

셀리 갤러트, 뉴 메도우랜즈 연합(New Meadowland Coalition)

의견에 대한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뉴저지주민 의견의 수렴 기간과 회의 및

의견 1: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

The New

공청회

Jersey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는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근거로 최소한
뉴저지주민 의견 수렴기간을 필수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당사국총회(시민봉사
활동계획(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초안에 의하면 뉴저지주민 의견 수렴 기간인
30일 동안에 초안범위 지정보고서(Draft Scoping Document)에서 뉴저지주민은 의견을 제
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에 대
한 의견을 45일에 걸친 검토 기간에 수렴합니다. 아울러, 최종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는
30일의 검토 기간 공적 감리를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제안하고 있는 뉴저지주민의견수렴
기간은 국가환경정책법(NEPA)에서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기간입니다. 본 단체는 국가환경
정책법(NEPA)에 따라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을 고려할 때, 뉴저지주민은 뉴
저지주민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의미 있게 검토하기 위해

30일 또는 45일 이상의 시간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뉴저지 환경보호부
(NJDEP) 일정 60일 또는 90일의 뉴저지주민 의견 수렴 기간을 연장하여 뉴저지주민 의견
수렴 기간을 계획 시간표에 포함하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뉴저지 환경보호부
(NJDEP)는 뉴저지주민에게 추가 시간이 필요하여 시민 또는 시민자문단체(CAG-Citizen
Advisory Group)에 더 많은 시간을 요청하면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예
상하고 있습니다.
회신 1: 연방 법률로 지정하여 위임한 공격적인 일정은 모든 RBD의 전국 프로젝
트가 직면하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자금을 유치하려
면 모든 자금을 2017년 9월까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으려면
뉴저지주민이 초안 범위 지정 보고서를 검토해야 하고, 최종 범위 지정 보고서를
게시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를 최종범위보고서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게시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 초안을 뉴저지주민
이 검토해야 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며 최종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를 완
성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게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뉴저지 주는 2017년 9
월 30일까지 개정된 활동계획수정(Action Plan Amendment)에 근거로 준비해서
제출하고 주택도시개발부(HUD)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언제나 뉴저지주민이 연장한 시간표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시민자문단
체(CAG) 또는 집행 운영위원회(ESC- Executive Steering Committee) 회원에게 보고
서 또는 비공식 사본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위임을 받은 뉴저지주민 검토 기간에
대해서는 자금 마감 시간을 맞추려면 연방 위임 시간표에서 검토 기간을 연장하
기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의견 2: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뉴저지주민 회의와 공청회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통지합니다.
뉴저지 환경 보호부(NJDEP)는 계획된 모든 공식적인 뉴저지주민 회의 및 공청회
를 뉴저지주민에게 적어도 30 일 이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30 일 전에 통지를 받
게 되면 시민자문단체(CAG) 회원은 뉴저지주민의 이해관계자에게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0 일보다 더 짧은 기간에 통지를 받게 되면 시민자문단체(CAG) 회
원의 봉사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어 잠재적으로 뉴저지주민의 참여를 제한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공개회의와 공청회를 공휴일의 바로 이전 또는 이후, 늦은 12
월/1 월 초와 같이 사람들이 보통 휴가를 보내는 때에 계획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신 2: 이 계획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모든 주택도시개발부(HUD) 일정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하고 환경을 검토하는 과정의 각 단계를 완료하기 위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개발부(HUD) 규정에 따라, 뉴저지주민 공고는

모든

회의의 날짜에 최소 15일 이전에 지역 신문에 게시하며, 또한 관련

회의의

내용은 해당 프로젝트 웹사이트에도 게시합니다.
뉴저지주민 회의와 공청회 날짜는 (해당 프로젝트 기간을 유지하는 동안) 시행
가능한 범위까지 주요 공휴일 및 기타 대립을 피하려고 노력하면서 집행
운영위원회(ESC)와 시민자문단체(CAG)의 회원과 협의하여 선택할 것입니다. 주요
프로젝트가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연중(12월 말/ 1월 해당) 어느 때라도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른 대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의견 3: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다수의 뉴저지주민 회의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뉴저지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시민봉사활동계획(COP) 초안은 30일 공식 범위 지정 과정의 "공개 범위 지정
회의"와 초안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 45일 검토 기간의 "공개 청문회" 및 공개
범위 지정 회의 및 공청회 "날짜와 장소"를 참조합니다. 시민봉사활동계획(COP)
초안은 최종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에 대한 뉴저지주민 공청회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시민봉사활동계획(COP) 초안은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가

얼마나

많은 공개 범위 지정 회의 및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초안 범위 보고서(Draft Scoping Document), 초안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 및 최종 환경영향평가보고서(Final EIS)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동안에 다수의 뉴저지주민 회의 및 공청회를 계획해야 합니다. 본 단체는
범위

지정

기간

동안,

세

가지의

뉴저지주민

회의를

개최하고

초안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를 뉴저지주민이 검토하는 동안에는 세 가지의 공청회를
개최하며, 최종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에서는 두 가지의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추천합니다. 뉴저지주민 회의 및 공청회는 뉴 메도우랜즈(New Meadowlands)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지역 사회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해야 합니다.
회신 3: 이미 의견을 제시하였듯이, 프로젝트 일정은 추가 뉴저지주민 회의를
개최하지는
웹사이트에서

않지만,

뉴저지

주요

뉴저지주민

환경보호부(NJDEP)는
회의에

대한

비디오

자발적으로
녹화를

프로젝트
제공합니다.

개인적으로 뉴저지주민 회의 및 공청회에 참여할 수 없는 뉴저지주민이 있는
지역구에서는 이러한 추가 옵션을 제공함으로 뉴저지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온라인 뉴저지주민 회의에서 같은 내용을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쉽게

환경위원회(CEQ) 규정은 구체적으로 최종 환경영향평가보고서(FEIS)에서 의견에
대한 최소한의 기간을 내세우지는 않지만, 최종 환경영향평가보고서(FEIS)와
의사결정기록(ROD-Record of Decision) 사이에서 최소 30 일간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기관 및 뉴저지주민이 최종 환경영향평가보고서(FEIS)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 30 일

이내입니다.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혜택을 받는 지역 사회에서
가까운 편리한 위치에서 뉴저지주민 회의 및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최대한 뉴저지 주민들의 참석을
독려하고자 해당 행사를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열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회신 4: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기타 보고서에 대한 별도의 공청회와
중첩되지 않는 기간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시민봉사활동계획(COP) 초안은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 초안으로서 뉴저지주민
공청회가 행동계획개정 (APA)에 필요한 공청회가 될 수 있음을 표명합니다. 두
가지의 보고서에 대한 뉴저지주민 공청회를 한 번만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 보고서를 통해 두 개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능력을
확실하게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초안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와 행동 계획 개정(Action Plan Amendment) 모두를 위한
별도의 여러 공청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초안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와
행동 계획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중복되어선

안 됩니다.

회신 4: 주 연방정부는 연방관보공지사항(Federal Register Notice)과 문서번호 FR5696-N-11 (2014 년 10 월 16 일자) 및 구체적으로 해당 공지 사항에 있는

제

VI.6.b 의 요구 사항에 따른 행동계획개정(Action Plan Amendment)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기 행동계획개정은 선택한 RBD 의 제안에 부합되는
RBD

프로젝트를

최대한

실행

가능하고

적절하게

열거할

것이며,

편익비용분석(Benefit-Cost Analysis) 및 인증을 포함한 모든 통지 요구 사항을
준수할 것입니다.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요구에 따른 실행 계획 개정은 최소
30 일 동안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영어와 스페인어로 게시합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주택도시개발부(HUD)에 제출하기 위해 행동 계획 개정에 포함할
것입니다. 주택도시개발부(HUD)는 다음 45 일이 지난 이후 행동계획개정(APA)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주택도시개발부(HUD)가

행동계획개정(APA)를

동안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토하는

II.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

집행

운영

위원회(Executive

Steering

Committee), 봉사 활동 분과위원회(Outreach Sub-‐Committee) 및
시민 자문 단체(Citizen Advisory Group)의 역할
의견 5: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의 역할에는 시민자문단체(CAG)
사이의 교류를 격려하고 수월하게 하는 것을

회원들

포함합니다.

시민봉사활동계획(COP) 초안은 시민자문단체(CAG)와 관련하여 뉴저지 환경보호
부(NJDEP)의 역할이 "프로젝트를 개선하고, 프로젝트의 여러 단계에서 과정과 절
차를 설명할 것이며, 주요 단계 시민자문단체(CAG) 회의 동안 질문에 대답하는
자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여도 이외에도 뉴저지 환경보호부
(NJDEP)는 리스트서브(listserv), 구글 그룹 또는 기타 옵션과 같은 통신 플랫폼을
설정하여 시민자문단체(CAG) 회원들 간에 활동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해 주어
야 합니다. 이 통신 플랫폼은 시민자문단체(CAG) 회원이 서로 통신하고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가 주최하는 회의에 더하여 다른 회의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
다.

회신 5: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시민자문단체(CAG) 회원 간에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투명성을 목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구글 그룹 또는 페이스북 그룹의 관리자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시민자문단체(CAG) 회원이 시민들 사이에 교류를 수월하게 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도록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의견 6: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집행 운영위원회(ESC- Executive Steering
Committee)를 통해서만 아니라 시민자문단체(CAG)와 봉사활동분과위원회(OSC)
간의 직접적인 통신을 촉진합니다.
시민봉사활동계획(COP) 초안은 시민자문단체(CAG)가 "결과적으로 더 큰 집행
운영위원회(ESC)에 사안과 정보를 가져다 줄 봉사활동분과위원회(OSC) 대표와
교류할” 마련을 할 것입니다. 시민자문단체(CAG) 회원과 집행 운영위원회(ESC)
회원이 직접 교류하는 경우 더욱 효율적이고 원활한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시민자문단체(CAG)와 집행 운영위원회(ESC) 사이의
직접적인 통신방법이 가능하고 이러한 통신이 장려할 방법인지의 여부를 고려할
것입니다.

회신 6: 봉사활동분과위원회 (OSC-Outreach Sub-Committee)는

시민자문단체(CAG)

회원을 식별하는 임무를 완수하고 이행하였기 때문에 집행운영위원회(ESC)의
활동 분과위원회(OSC)는 더는 없을 것입니다.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의 RBD
프로젝트팀은 시민자문단체(CAG)와 집행 운영위원회(ESC) 회의 모두에 참석할
것입니다.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

팀은

정기적인

안건의

일부로서

집행

운영위원회(ESC) 회원의 관심을 모을 사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시민자문단체(CAG)
회원이 집행 운영위원회(ESC)의 일부이기도 한 해당 지자체(Mayors)와 교류하도록
격려합니다. 가능할 때마다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집행 운영위원회(ESC)와
시민자문단체(CAG)의 회원 간의 직접 통신이 수월하게 됩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하면서 의견을 모집하고 주택도시개발부(HUD)/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와 이해
관계자와 기관 및 일반 시민과의 지속적이면서 포괄적이고 의미

있는

양방향

통신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의견 7: 시민자문단체(CAG) 회원들은 지역사회 회의 및 경청 시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시민봉사활동계획(COP) 초안은 지역 회의 및 경청 시간이 주요 프로젝트 단계 또
는 집행 운영위원회(ESC) 회원의 요청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시민자문단체(CAG)
회원은 조언이나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하는 뉴저지주민의 열망을 인식할 가능
성이 있으므로 시민자문단체(CAG) 회원은 집행 운영위원회(ESC) 회원과 더불어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가 지역 회의에 경청할 시간을 갖도록 요청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회신 7: 시민자문단체(CAG)가 중대한 문제를 충족시키고, 필요한 뉴저지주민 봉사
활동을 하며, 앞으로 진행하는 제안된 프로젝트의 각 단계에 뉴저지주민이 의미
있는 조언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시민자문단체(CAG)는 회원
의 결정에 따라 더 자주 만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행 운영위원회(ESC) 회
원은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의 RBD 프로젝트팀에게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심사를 공유하도록 격려를 받게 됩니다.
III.

뉴저지주민이 함께하는 투명성 있는 의사소통

의견 8: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이해 관계자들과의

정기적인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고,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적시에

대화를

회신합니다.

시민봉사활동계획(COP) 초안은 봉사활동분과위원회(OSC-Outreach Sub-Committee)
가 각 지방 자치 단체와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의 RBD 프로젝트팀 대표로 구
성되며, 관련된 사람이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교류
계획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도록" 합니다.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봉사활동분
과위원회(OSC)가 시민자문단체(CAG)와 더 많은 뉴저지주민과의 정기적인 대화를
유지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과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포괄적인 교류 계획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 및/또는 내용을 개요화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계획에 뉴저지 환경보호부
(NJDEP)가 "진행 중인 봉사 활동" 부문에서 확인한 유용한 도구를 포함해야 하는
데, 여기에는 보도 자료, 시민 및 이해 관계자가 가입하고 정보 및 업데이트 상태
를 공지하는 전자 메일(리스트서브), 자료시트와 뉴스 레터, 소셜 미디어, 뉴저지주
민 회의 공지 및 프로젝트 전단지가 해당됩니다.

회신 8: 요청하신 '종합적인 통신 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의 개요와 내용'에 대
한 프로젝트의 뉴저지주민 참여를 위한 지침(GPI- Guidance for Pubic Involvement)
을 참조하십시오. 뉴저지주민 참여를 위한 지침(GPI)은 뉴저지 환경보호부 시민봉
사활동계획(NJDEP COP) 내에서 명시된 목표와 일치하게 국가환경정책법(NEPA) 과
정에서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프로젝트 별 봉사 활동 옵션에 대한 지
침을 마련합니다.
뉴저지주민 참여를 위한 지침(GPI)은 다음에 나오는 브랜딩 및 봉사 활동 전략이
관련 당사자와의 성공적인 양방향 교류를 위한 기회를 극대화하도록 시행할 것입
니다. 뉴저지주민 참여를 위한 지침(GPI)에 설명된 사항은 다음과
•

프로젝트

브랜딩(Project

Branding):

같습니다:

국가환경정책법(NEPA)

과정에서

뉴저지주민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제작하고 배포할 자료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배너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룩 앤드 필(look and feel)"을
국가환경정책법(NEPA) 과정의 시작에서 설치하고 회의의 발표, 포스터, 유인물,
파워 포인트, 온라인을 비롯하여 이를 프로젝트 자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명확하고 간결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핵심 메시지는 프로젝트 팀
구성원이 모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일치하는

정보를

전달받고

확인하기 위해 서면 및 구두 통신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

있는지

것입니다.

프로젝트 웹사이트 및 이메일: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RBD 프로젝트의 개
발 및 시행에서 진행에 대한 정보 공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www.rbd-meadowlands.nj.gov 에서

RBD 메도우랜즈 홍수 방지 프로젝트(RBD Meadowlands Flood Protection Project)
를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또한,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뉴저지주
민이 질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rbd-meadowlands@dep.nj.gov 에 이메
일 주소도 생성하였습니다. 제안된 프로젝트의 웹사이트는 지역 시민자문단체
(CAG) 그리고 공개회의와 관련하여 요청을 받고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봉사
활동 자료 및 공지 사항을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한국어 및 기타 언어로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안된 프로젝트의 웹사이트는 국가환경정책법(NEPA)
과정에 대한 정보, 제안된 프로젝트 활동 및 진행, 뉴저지주민 참여 기회와 제안
된 프로젝트 연락처 정보도 포함합니다. 제안된 프로젝트 웹사이트에 게시된 문
서 정보 및/또는 검토 사안(가능한 경우 pdf 형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 프로젝트 이메일 주소록 및 리스트서브: 이메일 주
소록은 공개회의 기회와 제안된 프로젝트 웹사이트의 업데이트를 홍보하고, 국
가환경정책법(NEPA) 과정 전반에 걸친 발전을 관계자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
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이메일 주소록은 지역 뉴저지주민, 기업, 시민 단체,
지역 사회 단체, 학교, 의료 시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집행 운영위원회(ESC), 봉
사활동분과위원회(OSC), 시민자문단체(CAG) (그림 5 참조)의 회원을 포함하는
알려진 목록과 초대받은 이해 관계자 및 전체 초기 이메일 주소록을 포함하여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 시민봉사활동계획(COP)의 부록 A 에서 제공됩니다.
이 이메일 주소록은 열릴 예정인 각종 공개회의를 통해 추가되고 이해 관계자
가 확인될 때 진행 과정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아울러, 제안된 프
로젝트 리스트서브도 이메일 주소록과 같은 목적에 기여합니다. 이해 당사자는
www.rbd-meadowlands.nj.gov 에서 제안된 프로젝트의 웹사이트에 가입하여
리스트서브 이메일을 수신받습니다.
• 업데이트/뉴스레터: 업데이트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의 과정에 대해 뉴저지주
민에게 교육하고, 진행되는 국가환경정책법(NEPA) 분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뉴저지주민에게 참여할 기회를 발표하고, 연구 연락처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 www.rbd-meadowlands.nj.gov 에 있는 프로젝트 웹사이트에 게시합니
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직접적인 해당 언어로 기록되며, 적절한 정보 통신을 지
원하기 위해 업데이트합니다. 월별 국가환경정책법(NEPA) 업데이트는 NOI 의 출
판물에서 시작하고, 공개 범위 지정 회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월별 국가환경정
책법(NEPA) 업데이트는 의사 결정의 기록(ROD)에 서명하는 즉시 종료합니다. 월
별 업데이트는 www.rbd-meadowlands.nj.gov 에 있는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젝트 리스트서브 이메일 알림에 가입한 개개인에게

제공합니다.

•

회의 공지 사항: 회의 전단지는 공개회의를 홍보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단지는 리스트서브 이메일 주소록에서 이메일로

전송되고,

이

도서관과

커뮤니티 센터에 대량으로 배포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웹사이트와 지역
신문에도 게시합니다. 회의 전단지는 영어,
것입니다.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지방

스페인어,

한국어로

자치단체의

제공할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각 지역 시장의 사무실과 상업 지역 상공 회의소에 공지 사항을
보낼 것입니다.
미디어 관련: 보도 자료 및/또는 보도 권고는 공개회의에 앞서 제안된 프로젝트 자
료의 유효성을 발표하기 위해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에서 발표할 수 있습니다.
공개 범위 지정 회의, 초안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의 유효성과 공청회의 실시 및
최종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의 유효성을 발표하는 보도 자료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한,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최종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에서 공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HUD)의 각 규정에 대하여 뉴저지 환경
보호부(NJDEP)는 최소한 15 일 전에 공개 범위 지정 회의 및 초안 환경영향평가보고
서(EIS) 공청회 모두의 날짜로 현지 언론에 공고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환경
보호부(NJDEP)는 모든 미디어 계약 조정과 후속 조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
출판물로는 스타 레저(Star Ledger), 더 레코드(The Record), 더 헤럴드(The Herald),

라티노스 우니도스 데 누에바 헤르세이(Latinos Unidos de Nueva Jersey) 및 한국 중
앙일보 뉴스(Korea Central Daily News)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출판물은 관련 해당
지역 사회에서 직접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소셜 미디어: 국가환경정책법(NEPA) 과정에서 더 광범위한

뉴저지주민

봉사

활동을 위한 노력으로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소셜 미디어 (예: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 페이스북 포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매체는 회의를
홍보하고 프로젝트 웹사이트로 주의를 환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의 자료: 관련된 간단한 유인물, 포스터 그리고 기타 간소화된 데이터는 공
개회의에 참석한 모두가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회의 프레젠테이션
은 적절한 유인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당사자는 프로
젝트 웹사이트에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9: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프로젝트 보고서와 기타 이해 관계자의
자료를 이용하도록 홍보합니다.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보고서와 이
해관계자 자료(일정, 안건, 프레젠테이션)를 계속 작성해야 하며, 그렇게 하여 모든
뉴저지주민이 이용하도록 개방합니다.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웹사이트에

중

요한 새로운 문서를 추가할 때 시민자문단체(CAG)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전체에게
리빌드바이디자인-뉴

메도우랜즈

리스트서브(Rebuild

By

Design

–

New

Meadowlands listserv)를 이메일로 보내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아울러,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주요 문서와 자료를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등 이용할 수 있
는 여러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회신 9: 요청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봉사 활동 보고서와 자료를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보고서에 제공된
제안을 따르는 것은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의 실천

사항이자

목적입니다.

배포된 지 10 일 이내에 프로젝트의 웹사이트에 있는 시민자문단체(CAG)에서 이
프로젝트의 과정을 통한 회의의 요약과 함께 이해 관계자의

프레젠테이션

및

자료를 게시합니다. 또한, 웹사이트에 중요한 새로운 문서를 추가할 때 가능하다면
리스트서브를 알리기 위해 제안된 방법을 채택할

것입니다.

의견 10: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주요 의사 결정자인 업체 그리고 개인의
이해 관계자를 확인함으로써 투명성을 촉진합니다.
시민봉사활동계획(COP) 초안의 부록 A 는 확인된 프로젝트 이해 관계자의 목록입
니다. 투명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목록은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가
최종 시민봉사활동계획(COP) 또는 웹사이트에서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와 주택
도시개발부(HUD)에 있는 주요 의사 결정자를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울
러, 이 목록이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가 자체 웹사이트에서 집행 운영위원회
(Executive Steering Committee)와 봉사 활동 분과위원회(Outreach Sub-Committee)
및 시민자문단체(Citizen Advisory Group)의 구성원 목록을 포함한다면 투명성을 촉
진할 것입니다.
회신 10: 집행 운영위원회(ESC)는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 위원 및/또는 대표자
로 주재하게 되며, 주택도시개발부(HUD)의 대표와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의

RBD 프로젝트팀 구성원과 메도우랜즈 위원회(Meadowlands Commission) 및 프로
젝트에 영향을 받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및/또는 그 대리인도
포함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단체도 집행 운영위원회(ESC)에 포함될 수 있
습니다.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집행 운영위원회(ESC)의 모든 회원 목록을
유지하고, 뉴저지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시민자문단체(CAG) 회원이 개인 시민이기 때문에 이름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집행 운영위원회(ESC)는 자문위원회입니다. 프로젝트의 모든 최종 결정은

CDBG-

DR/RBD 자금의 대리 수취인 및 RBD 프로젝트의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의 위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의견 11: 주요 이해 관계자 목록에 습지은행제도(wetland mitigation bankers)를
추가하십시오. 이 프로젝트는 메도우랜즈(Meadowlands)의 습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상당한 습지대를 경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습지은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장래의
습지은행의 위치 또는 부지에 영향을 줄 수
회신

11:

습지은행(Wetland

Mitigation

있습니다.
bankers)이

이해

관계자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습지에 대한 영향 또는 미래의 경감화를 프로젝트의 환경 분석
및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12: 웹사이트에 게시되고 추가/삭제로 업데이트된 집행 운영위원회(ESC)
회원의 목록을 보고 싶습니다. 개인 연락처 정보를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집행
운영위원회(ESC)를 위한 일반적인 메일함을 설정해야

합니다.

회신 12: 집행 운영위원회(ESC) 회원은 시민봉사활동계획(COP)에 부록 B로 웹사
이트에서 표시될 것입니다. 집행 운영위원회(ESC)에 문의하기 위한 별도의 이메일
주소가 생성되지는 않지만,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의 RBD 프로젝트팀은 통신
을 수월하게 하고, 누군가 집행 운영위원회(ESC)에 메시지를 보내고자 할 때 RBDmeadowlands@dep.nj.gov 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할
의견 13: 저는 웹사이트에 게시되고 추가/삭제로 업데이트된

것입니다.
봉사활동분과위원회

(OSC) 회원의 목록을 보고 싶습니다. 개인 연락처 정보를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집행 운영위원회(ESC)를 위한 일반 메일함은 설정해야

합니다.

회신 13: 봉사활동분과위원회(OSC)는 시민자문단체(CAG)를 위해 추천을 받은
회원의 임무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 운영위원회(ESC) 활동 분과위원회는 더는
없습니다.
의견 14: 봉사활동분과위원회(OSC)는 이러한 이해 관계자를 확인하는 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며, 목록에서 빠진 선거구가 있는 경우 이 방법이 어떻게 상호
작용합니까?

회신 14: 봉사활동분과위원회(OSC)는 알려진 이해 관계자를 확인하고

시민자문단

체(CAG)의 회원으로 추천하는 데 초기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점점 더 많
은 이해 관계자가 시민자문단체(CAG)의 다른 구성원에 의해 뉴저지 환경보호부
(NJDEP) 프로젝트팀에 추천되었습니다.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시민 자문
단체에 추가할 수 있는 개별 이해 관계자 또는 선거구를 가외로 추천할 수 있도
록 기회를 열었습니다. rbd-meadowlands@dep.nj.gov 로 추천 이메일을 보내 주
시기 바랍니다
Comment 15: 통신을 위한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Response 15: 이 의견은 집행 운영위원회(ESC)에 제출되었던 시민자문단체(CAG)
에 의해 제기되었던 이슈로서 절차를 설명하는 문단의 단락을 참조할 수 있습니
다.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 프로젝트팀은 집행 운영위원회(ESC)와 매달 회의를
주최하며 회의가 있는 동안, 안건의 일부가 통신과 이해 관계자 및 봉사 활동에
업데이트가 되도록 사용합니다.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시민자문단체(CAG)
에 의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 운영위원회(ESC)의 안건을 제공할 기
회를 갖습니다.
의견 16: 장소는 클 필요가 없지만 실제 장소가 있어야 하며, 뉴저지 환경보호부
(NJDEP)의 참석과 인쇄물/사진/기타 및 질의가 가능한 뉴저지주민과 관심이 있는
개개인을 위한 정기적인 시간 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지역사회 행사
(예: 매트펜톤런(Matt Fenton Run))과 지역그룹회의(예: 시니어 빙고(senior bingo))
가 일부 대표적인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재해복구정보센터(RIC-recovery
information center)의 사용이 6월 말에 예정대로 완료되면 안정적인 중심부의 위
치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회신 16: 관련된 단편 유인물, 포스터 및 기타 효율적인 데이터는 공개회의에서
참석자 모두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회의 프레젠테이션은 적절한 유
인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은 프로젝트 웹사이트에
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가된 실제 복사본은 실제 자료 보관소를 유지
하기 원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재해복구정보센터(RIC)
가 마감되어 프로젝트 지역 내에서 다른 실제 보관소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불
행하게도,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정규 시간에 외딴 장소로 인력을 투입할
수 없지만,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받은 모든 문의를 적시에 회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제안된 프로젝트 웹사이트에 게시된 보고서는 정보 및/또는 검토를

위해 다운로드(가능한 경우 pdf 형식)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자문단체(CAG)
회의는 유권자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추가적인 기회와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17: 이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지역사회평가시스템에

대한

지방정부의

안내"를

위한

http://wetlandswatch.org/WetlandScience/SeaLevelRise/CRSGuide.aspx, 159-169 페
이지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 등급을 올리도록 설계된 이 프로젝트는 뉴저지주민
(홍수보호 혜택이 가능한 인근 지역 경계의 이웃 뉴저지주민도 해당)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회신 17: 프로젝트의 명시된 목표 중 하나는 FEMA 홍수 보험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NFIP의

지역사회평가시스템

(Community Rating System)은 지방 자치 단체가 포괄적인 범람원

관리를

시행하여 홍수 보험 요금을 줄일 수 있게 합니다. 제안 프로젝트(Proposed
Project)는 개념과 FEMA 홍수 보험 요금(FEMA Flood Insurance Rates)을 줄이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의 전반적인 노력과 일치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의견 18: 의견 제시자는 시민봉사활동계획(COP)의 검토에 걸쳐 뉴저지 환경보호
부(NJDEP)의 홍보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매트
펜톤런(Matt Fenton Run), 7월 4일 불꽃놀이, 패밀리 펀데이(Family Fun Day) 불꽃
놀이. 의견: 도시 뉴저지주민이 참석했던 고등학교: 우드리지(Wood-Ridge), 리지필
드 파크(Ridgefield Park), 하켄색 고등학교(Hackensack high school), 베르겐 테크
(Bergen Tech), 이스트 러더 포드(East Rutherford), 의견: 빙고, 수석 회의. 의견: 센
스 메넨 데즈 앤드 부커(Sens. Menendez and Booker), 지속 가능한 베르겐
(Sustainable Bergen), 버겐 카운티 OEM(Bergen County OEM), 베르겐 그래스루츠
(Bergen Grassroots), 노스 저지 공공 정책 네트워크(North Jersey Public Policy
Network), 가족 성공 센터(Family Success Center), 버겐 카운티 오도번 서사이어티
(Bergen County Audobon Society), 노스 저지 시에라 클럽(North Jersey Sierra
Club), 상원 의원 로레타 와인버그(Sen. Loretta Weinberg), NJ 트랜짓(NJ Transit),
리틀 페리 VFW(Little Ferry VFW), 사우스 베르겐

로타리

클럽(South

Bergen

Rotary Club)- 무나치(Moonachie), 하켄색 지역 CoC? 상공회의소(Chambers of
Commerce-Hackensack Regional CoC?), 지역 예배 주택

회신 18: 이 의견은 일부 특정한 봉사 활동 기회에 대한 회신으로 제공하였습니
다. 이 의견은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의 지속적인 봉사 활동 노력의 일환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의견 19: 한국어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탈리아어 역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르겐 카운티(Bergen County)는 정기적으로 해당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자료로 받게 되면 이해하는 데 도움될 수 있지 않을까요?)
회신 19: 프로젝트의 웹사이트에는 Google 번역이 지원하는
영어 항목을 변환할 수 있는 구글 번역기 옵션이 들어

언어 목록에

있습니다.

이

모든

외에도,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요청하신 대로 봉사 활동 자료를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한국어 및 다른 언어로도 게시할
1.

것입니다.

의견 20: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의 과정이 행동 계획 개정[APA]를 제출한 후에
도 계속되는 경우, 최종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에서 그 과정을 알 수 있거나 논
평할 수 있고 행동계획개정(APA)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행동계획개정(APA)가
최종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개발부(HUD)가 검
토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요?

회신 20: 연방 주 정부는 연방관보공지사항(Federal Register Notice) 문서번호 FR5696-N-11 (2014년 10월 16일자)과 구체적으로 그 공지 사항에 나오는 제 VI.6.b의
요구 사항에 따른 행동 계획 개정[APA]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기 행동
계획 개정은 선택한 RBD의 제안에 부합할 RBD 프로젝트를 최대한 실

행 가능하고

적절하게 자세히 설명할 것이고, 편익 비용 분석 및 인증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모든 통지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RBD 프로젝트는 주택도시개발 부(HUD)의
요구에 따라 행동 계획 개정을 최소 30일 동안 뉴저지주민 의견 수렴
영어와

스페인어로

게시할

것입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을 위해
주택도

시개발부(HUD)에 제출되기 전에 행동 계획 개정에 포함됩니다. 주택도시개발부
(HUD)는 그런 다음 45일이 지나서 행동계획개정(APA)의 승인을 받습니다. 주택
도시개발부(HUD)가 행동계획개정(APA)를 검토하는 동안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의견 21: 수변 지역이 아닌 부동산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전체 마을은 일반 하천
홍수이든지 모래폭풍 해일이든지 홍수로 인해 영향을

받습니다.

회신 21: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범람 홍수 또는 하천 홍수로 인해 영향을
받는 부동산 소유자를 포함하여 이해 관계자를 더 잘 반영하도록 부록 A 에 있는
목록을 수정합니다.
3. 의견 22: 시간이 지나면서 의견을 바꾸거나 답변이 필요한 질문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프로젝트 등이 진전되면서 새로운 정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의견은 증가하는
새로운 정보만큼 반복하거나 표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회신 22: 이 의견은 무나치(Moonachie) 봉사 활동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

한

회신으로 프로젝트팀은 데이터 수집의 일부분으로 국가환경정책법(NEPA)와 타 당성
단계로 이해 관계자의 피드백을 지속해서 강화합니다. 이 시민봉사활동계획 (COP)는
프로젝트의 엔지니어링 및 설계 단계에 걸쳐 생기는 이해 관계자들과의 봉사 활동과
통신을 제어하고 발전하도록 계속 교류할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 및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EIS) 작업 단계, 시민자문단체(CAG) 회의, 뉴저지주민 회의 및
공청회는 국가환경정책법(NEPA)가 결정하고 주택도시 개발부(HUD)의 규정 24 CFR
58

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요

단계

동안

계획될

것

입니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와 의사 결정의 기록이 완료된 후, 회의가 중요한 단계에서
계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는 메도우랜즈 RBD 프로젝트
전체에 걸쳐 지역 시민자문단체(CAG)와 뉴저지주민과 함께 이러한 회의를 계획할
것입니다.

4. 의견 23: 저는 시민자문단체(CAG) 도시에서 사용되는 상용 언어에 대해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용 언어는 도시 일원의 "사일로잉(siloing)"과 같은 비즈니 스형 점심,
PTO 회의, 수석 센터 회의 등의 단어가 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

두 선호하고

필요하면서 서로 통합한 의견은 어떠합니까? 기업과 학부모 사이에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까요? 서로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 습니까?
회신 23: 의견을 통합할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한 경청 시간이 주어질 것이며,
단체로 서로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 프로젝트 팀은 이러한
회의의 내용을 요약해서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집행 운영위원회(ESC)의 회원들과
공유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