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과우선순위

우리지역이 2070년에
어떤외관을갖추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동일하게유지하고
무엇을바꾸어야
하는가? 물과우리의
관계가어떠해야
하는가?

시작
2021년 3월

위험및도구

현재그리고
미래(2070)에우리
지역에서어느
근린지구와인프라가
가장큰침수위험에
처해있는가? 이러한
위험을해결하기위해
우리가이용할수있는
도구는무엇인가?

잠재적인솔루션

위험을해결하고
비전을현실화하기
위해어떤정책,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시행할수
있는가? 솔루션이우리
지역에어떤영향을
미칠것인가?

우리는함께다음과같은단계를완료하여현재와앞으로의침수문제를해결하기위한로드맵을만들것입니다.

최종계획
2022년 5월

실행
계획

어떤실행계획에보다
큰노력을들일것인가? 
이러한실행계획을
달성하기위해무엇이
필요한가? 도움을주기
위해우리지역의각
개인이무엇을할수
있는가? 

복원력있는뉴저지북동부

복원력 있는 뉴저지 북동부 프로젝트는
저지시티 ( J e r s e y C i t y ) , 뉴어크 ( N e w a r k ) ,
호보컨(Hoboken), 베이욘(Bayonne)에서 거주하고
일하며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현재와 앞으로의 침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명 확 한 실 행 계 획 을 세 우 기 위 해
만들어졌습니다.
복원력있는뉴저지북동부프로젝트는
• 우리지역전체에걸쳐관계를구축하여복원력및
기타문제를위한향후협력을함양합니다.

• 이용가능한최선의데이터, 포용적의사결정원칙
및귀하로부터구한의견을통해홍수위험을
해결하는솔루션을개발합니다.

• 건설환경을바꾸는프로젝트로부터새로운
정책에서교육과지역사회이니셔티브에이르는
실행을계획합니다. 복원력있는뉴저지북동부프로젝트 지역

이전단지의 2페이지를참조하여참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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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의견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귀하에게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판단하며, 잠재적인 대안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여할수있는방법:
• 저희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십시오(링크를 클릭하거나 QR 
코드 스캔)

• 이메일 수신 구독을 통해 이메일 업데이트를
받으십시오(링크를 클릭하거나 QR 코드스캔)

• 저희 참여앱을 다운로드하여(QR 코드 스캔) 
어디에서든지 귀하의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 저희 다국어 프로젝트 핫라인에 201-275-0861로
전화하여 귀하의 의견을 메시지로 남겨주십시오

• 저희 대화형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resilient.nj.gov/nenj

• 저희 Facebook 및 Twitter 계정 @ResilientNENJ, 또한
Instagram 계정 @Resilient_NENJ를 팔로우하십시오

•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ResilientNENJ@dep.nj.gov

• 지역사회에 대한귀하의 아이디어를 미술로 표현하고
공유하십시오! 저희웹사이트에 마련된 색칠 활동을 통해
귀하의 생각을 표현하고 소셜미디어나 이메일로 저희와
공유할 수있습니다

• 이전단지를 다른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제공예정:
• 가상 공개회의, 포커스 그룹 등귀하의 의견을 저희와
나눌 수있는 여러방법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

여러지역사회들이 NJDEP와 협력하여유사한프로젝트를
다음지역에서실행하고있습니다.
• 라리탄강(Raritan River)과만의지역사회

• 롱비치섬(Long Beach Island)
• 애틀랜틱카운티(Atlantic County) 연안지역

다른프로젝트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resilient.nj.gov

이메일
수신구독

Irys 앱다운로드:

안드로이드

iOS 장치

복원력있는뉴저지북동부

“복원력”이란 무엇인가요? 
복원력은변화하는조건에적응하고
도전적인환경에직면하여성장할수있는
능력입니다. 침수와관련하여 복원력은폭풍
후회복할수있는강력한사회체계와
인프라를갖춘지역사회를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은 무엇을의미하나요? 
위험은침수등, 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
있는위해의잠재성입니다. 홍수위험은
지역사회에 대한손상과파괴를일으킬수
있는물의잠재성입니다. 위해요소가
증가하면홍수위험이증가합니다. 위해
요소의예는해수면상승, 심각한강우, 또는
많은사람에게해를끼칠수있는상황
등입니다.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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