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에 의한 재건 메도우랜드 

가상 공개 회의에 참석해 주십시오 메 도 우 랜 드
디자인에 의한 재건

프로젝트의 최종 설계 계획 및 건설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디자인에 
의한 재건 메도우랜드 공개 회의에 참석하셔서 
뉴저지 환경보호국(DEP)과 함께해 주십시오.

디자인에 의한 재건 메도우랜드 홍수 보호 
프로젝트는 뉴저지 주의 리틀 페리(Little Ferry), 
무나키(Moonachie), 칼스테드(Carlstadt), 티터보로
(Teterboro) 자치구, 그리고 사우스 해컨색 타운십
(Township of South Hackensack), 베르겐 카운티
(Bergen County) 전체의 잦은 강우 사태로 인한 
홍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포괄적인 도시 
치수 프로젝트입니다.
이 공개 회의에서 발표될 최종 설계 프로젝트 
구성요소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리버티 스트리트 및 스타크 로드의 새로운 펌프장, 
이스트 라이저 수로 개선, 리틀 페리의 새로운 
압력간선, 조셉 스트리트 파크, 리틀 페리 자치구 
홀, 리틀 페리 공공도서관, 메모리얼 미들스쿨 및 
가로변 공공 통행로의 다양한 장소에서 고유 식물 
식재지 및 친환경 인프라 유형의 개선과 해컨색 
리버의 새로운 공원을 포함합니다. 특징 1번과 
2번에 공사작업 우선순위가 지정될 것입니다. 
가용 자금이 유효한 경우, 추가 구성요소를 위한 
공사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프로젝트 팀은 공사를 
위한 접근방식에 대해 여러분과 논의하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프로젝트 특징

수로 개선 및 새로운 
압력간선으로 통수 향상

두 개 펌프장으로 폭우 
유출 상태 개선

고유 식재조림으로 생물 다양성 
증대. 새로운 공원을 통해 공공 

수변 이용 가능

친환경 인프라 및 고유 식물 
식재지를 통한 표면유출 

방지

프로젝트 배경 프로젝트 혜택

+ +

2021년 5월 12일
가상 온라인 회의

회의 링크 접속: https://www.nj.gov/dep/fl oodresilience/rbd-meadowlands.htm
오후 6:30 ~ 8:30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rbd-meadowlands.nj.gov

공공 경관

홍수 위험
감소

생태학적
기여

지역사회
활성

통수 향상

용량 조절 수질

참고: 특징들은 현재 디자인 완료 단계가 아니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참고: 특징들은 현재 디자인 완료 단계가 아니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 언어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4월 1일 전에 다음 이메일로 

환경보호국(DEP)에 문의해 주십시오: 
rbd-meadowlands@dep.nj.gov 

리틀 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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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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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구성요소
홍수 위험 감소 + 생태학적 기여 + 지역사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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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센 슬로트 압력간선 + 리버티 스트리트 
펌프장

이스트 라이저 디치 수로 개선 + 펌프장 리틀 페리 공공도서관

리버프런트 파크 리틀 페리 자치구 홀

공공 통행로 친환경 인프라 유형 
개선

메모리얼 미들스쿨

무나키 시민회관 / 조셉 스트리트 
파크

무나치

@NewJerseyDE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