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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서어비스 (Language Access)  
 
뉴욕시의영어 미능숙자인구 
 
해외 200 개국 이상에서 이주한 서로 다른 국가 출신의 3 백만 명 이상의거주민들이 살고 
있는뉴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이주해 왔으며 이들이 구사하는 언어는 200 가지가 
넘습니다. 
 
뉴욕 시민 중 거의 절반이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며 뉴욕시 인구 중 거의 
25% 또는 180 만 명이 영어에 능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에게는 시 정부를 대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많은 경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2017 년 2 월, 시의회는 지방법 30(local law No. 30)을 
제정하여 모든 시 기관으로 하여금 영어가 부족한 주민들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지방법 30 에 따라 도시 계획 
부서(Department of City Planning)는 외국어 이용 방식(Language Access Plan)을 개발하여 
가장 중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보장하였습니다. 
 
도시 계획 부서 언어 서어비스 계획 (NYC Department of City Planning Language Access Plan) 을 
살펴보십시오. 
 
영어가 부족한 뉴욕 주민들에대한 정보는 American Community Survey Data (미국  
지역사회 조사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 계획 부서 
(NYC department of City Planning) 가 영어 미능숙 뉴욕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일반인들의 참여는 뉴욕의 토지 사용 결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데, 시기획부는 언어가 
참여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도시 계획 부서의 
처리과정 및 제공 서비스, 그리고제한적 영어 구사자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 계획 부서 웹 사이트의 모든 섹션은 웹 사이트의 
상단에 있는 "Translate(번역)"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 계획 위원회(City Planning Commission: CPC)에서 의견 발표 
  
의견 발표를 위한 등록: CPC 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만다린, 광둥어 및 대만어 
포함), 러시아어, 벵골어, 아이티 프랑스어, 한국어, 아랍어, 우르두어, 프랑스어 및 
폴란드어("시의 지정 언어")로 의견을 접수합니다.  이 일람표의 "공청회" 아래에 
나열된 항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를 원할 경우, 공청회 당일에 공청회실 밖의 직원 
데스크에 있는 의견 발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발표 우선권을 갖습니다. 

https://www1.nyc.gov/assets/planning/download/pdf/about/language-access/lap_dcp.pdf?r=0818
https://www1.nyc.gov/site/planning/data-maps/nyc-population/american-community-survey.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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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인 첫 번째 5 명의 발표자가 의견을 발표하고 결론을 제시한 다음 반대 측인 
다음 5 명의 발표자가 의견을 발표하게 됩니다.  공청회는 참석한 모든 발표자가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통역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 직원이 통역사를 찾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통역사가 있는 발표자는 이 
순서를 따르지 않고 위원회 의장의 재량에 따라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통역사를 찾지 
못할 경우에도 해당 발표자는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발표 내용이 기록되고 추후에 
번역문이 위원회에 전달될될 것입니다. 
 
의견 발표 절차: 이름이 호명되면, 연단으로 나아오십시오. 통역사가 있는 경우, 통역사가 
를 연단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통역사가 없는 경우, 발표 순서가 되면 위원회 의장이 
해당 발표자를 부를 것입니다. 마이크를 통해 분명하게 발표하십시오. 다른 참석자들이 
발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발표자의 발표 시간은 3 분으로 제한됩니다. 통역사를 
이용하는 발표자의 발표 시간은 5 분입니다. 모국어(영어 이외의 언어)로 발표하기로 
결정한 경우, 발표 시간은 3 분이며 발표 내용은 나중에 번역되어 CPC 에 전달됩니다.  
종이 울리면 발표를 끝내야 합니다. 
 
전자 방식에 의한 의견제출:관련 사실을 제시하거나 이 일람표의 항목에 대한 의견을  
CPC 에 알리기를 원하지만, 공청회에서 발표할 수 없거나 그러한 발표를 하기 원하지 
않을 경우, 도시 계획 부서 (Department of City Planning) 웹 사이트의 공개회의 페이지에 
있는 CPC 의견 제출 양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시의 
모든 지정 언어로 접수 가능합니다.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일람표 항목에 관한사실을 서면으로 제시하기를 원하거나, 관련 
의견을 CPC 에 알리기를 원하지만 공청회에서 발표할 수 없거나그러한 발표를 하기 
원하지 않을 경우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공청회실 밖의 데스크에 제출하거나, 시의 지정 
언어로 작성한 의견을   CPC 에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City Planning Commission 
Calendar Information Office – 31st Floor 
120 Broadway  
New York, NY 10271 
 
위원회는 자원봉사자들의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므로 저희가 여러분의 통역 요청에 맞는 
통역사를 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다음 공청회를 위한 통역 
서비스를 위원회에 미리 요청하시려면 도시 계획 부서(DCP)의 언어 
서비스코디네이터이자 법률 고문인 Dominick Answini 씨에게 (212) 720-3676 번으로 
전화하거나 danswin@planning.nyc.gov 로 이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 
 
 
 
 

mailto:danswin@planning.ny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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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도시 계획 부서(DCP)는 자치구 사무소와 구역 지정  민원창구 (Help Desk)를 통해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계획 및 토지 이용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합니다. 추가 
정보는 웹 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도시 계획 부서(DCP)에 있는 모든 민원창구(assistant desks)는 내부 직원이자 
자원봉사자인 통역사 또는 전화 통역사를 통해 제한적 영어 구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도시 계획 사무소의 연락처 정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직원이 여러분을 위해 적절한 
통역사를 찾을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개발 신청과정 
 
뉴욕 시에서의 대부분의 개발은 정당한 권리(as-of-right)로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신청한 
개발이 구역지정 결의안에 부합되고 건축부(Department of Buildings)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건축허가를 받을 자격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특별 검토나 승인이나 기존 
구역지정 규정의 변경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들은 건축부(Department of Building)나 
시기획위원회(City Planning Commission)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표준토지사용 검토절차(Uniform Land Use Review Procedure) 혹은, ULURP 라고 불리는 
신청 건에 대한 공식적 공개검토를 시작하기 전에 시기획부(City Planning)는 신청한 
서류가 이상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신청자가 시기획부(DCP)에 처음 신청해서 
표준토지사용 검토절차( ULURP)를 시작할 때까지의 기간을 사전검증(Pre-Certification) 
과정이라 합니다.  사전검증 과정은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하는데, 신청 건에 대한 
토지사용 검토로서 그 신청이 이상이 없고 기술적으로도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것과 또 
하나는 환경영향평가로서 촉발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검토이다.  일단 이 두 가지 병행검토가 끝나면 그 신청에 대한 공개검토 과정이 시작 
될 수 있다. 
 
아래에 개발신청과정의 단계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단계: 귀하의 부동산에 허용되는 사항을 이해하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시기획부(City Planning)의 자료를 찾아 보십시오. 
 
2 단계: 사전검증과정 (Pre-Certification Process) 을 시작하기 
 
일단 귀하의 개발 안이 기존 구역지정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기꺼이 
사전검증과정을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https://www1.nyc.gov/site/planning/about/contact-us.page
http://www.nyc.gov/buildings
https://www1.nyc.gov/site/planning/applicants/applicant-portal/step5-ulurp-process.page
https://www1.nyc.gov/site/planning/applicants/applicant-portal/step1-what-allowed.page
https://www1.nyc.gov/site/planning/applicants/applicant-portal/step2-begin-process.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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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토지사용 계획 및 환경영향 평가 신청 

일단 토지사용 내용과 환경적 검토 수준이 결정되면 토지사용내용과 환경영향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로 접수되기 전에 시기획부(City Planning)가 신청서 초안을 
검토하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4 단계: 신청서류 제출 및 비용 지불 

신청서류 검토가 완료되고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면, 신청서가 시기획부(City Planning)
에 공식적으로 서류로 접수됩니다. 

5 단계: 표준토지사용 검토절차(ULURP)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신청서가 뉴욕시의 표준토지사용 검토절차(Uniform Land 
Use Review Procedure)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은 공개검토과정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관
련 신청서가 표준토지사용 검토절차(Uniform Land Use Review Procedure)를 거치기 위해
서 시기획부(City Planning)는 신청서가 완전한지 확인할 것입니다.  표준토지사용 검토절
차가 필요 없는(non-ULURP) 신청서인 경우는 시기획부(Department of City Planning) 나 
시기획워원회의장(Chair of the Commission)의 검토와 승인이 필요합니다. 

구역지정(Zoning) 제도의배경 

구역지정 제도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설정되었습니까? 

계획의 필수적 수단인 구역 지정

미주와 유럽의 산업화로 인해  당시 공공 보건 부문에서는 주택 건설, 위생 개선,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에 이용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또한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도시분할의 필요
성이 발생함에 따라 구역지정(Zoning)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바로 이 시대에 도시 
계획이 전문 분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역 지정 제도는  부동산 관련 예산을 세우고 세금을 부과하며 평가하는 시의 권한과
더불어 계획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뉴욕시가 구역 지정을 통해 
건물의 용도, 규모 및 밀집도를 규제하고 적정 가격의 주택을 조성하며, 역사적으로 중요
한 장소를 보호하는 권한은 주에서 시 당국에 권한을 부여하여  공중 보건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정된 방식으로 토지 사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한 데 기반합니다. 

1916 년 구역 지정 결의안 
뉴욕시는 자치구와 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미국 최초의 시 구역 지정 법인 1916 년 구
역 지정 결의안(1916 ZR)을 도입했습니다.   
1916 ZR 은 미국과 전 세계의 도시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구역 지정의 타당성이 확립된 후(Village of Euclid, Ohio v. Ambler Realty Co. 1926), 많은 
미국 소도시, 마을 및 도시에서 구역 지정 법령 및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대공황 이후, 

https://www1.nyc.gov/site/planning/applicants/applicant-portal/step3-preparation-applications.page
https://www1.nyc.gov/site/planning/applicants/applicant-portal/step4-filing-application.page
https://www1.nyc.gov/site/planning/applicants/applicant-portal/step4-paying-fees.page
https://www1.nyc.gov/site/planning/applicants/applicant-portal/step4-filing-application.page
https://www1.nyc.gov/site/planning/applicants/applicant-portal/step5-ulurp-process.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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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계획은 지방 정부의 주요 기능이 되었고, 이상적인 계획을 위한 다양한 이론과 
모델이 개발되었습니다. 
 
1961 년 구역 지정 결의안 
1916 ZR 에 대한 중요한 개정은 1961 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61 년 구역 지정 
결의안 채택 이후, 뉴욕시가 성장하고 변화함에 따라 등장한 문제와 기회를 다루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도시 계획 부서(DCP)는 뉴욕시가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구역지정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미세 조정하여 더욱더 다양하며 기능적이 되도록 하였고, 도시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특성이나 사회적 
자산(Social Equity)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기획은 예전보다더욱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역 지정(Zoning) 과정 
 
구역 지정 시행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뉴욕시 건축부(Department of Buildings, DOB)는 1 차적으로 뉴욕시 구역지정 결의안을 
해석하고 시행함으로써 뉴욕시의 건물 및 건설 현장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DOB 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역 지정 결의안 (Zoning Resolution) 및 건축 규정 (Building Code) 에 대한 준수 

여부를 파악한 후 건축 허가서 발급 
• 점유 (occupancy) 신청 검토, 증명서 발급, 그리고합법적 점유 건물 승인 
• 구역 지정 결의안의 조항을 해석하고, 이의 신청을 BSA (규격 청원 회의, Board Of 

Standards And Appeals) 에 위임하며, 이 결의안 시행을 위한 절차적 지침을 제시 
• 구역 지정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해당할 경우 위반 사항에 대해 기소 
• 모든 건축 허가, 점유 증명서, 조사, 위반 및 기타 부동산 정보에 대한 공공 기록 

유지  
 
뉴욕시의 많은  개발은 정당한 권리( as-of-right)로서 이루어집니다.  신청한 건물이 구역 
지정 결의안 및 건축 규정의 모든 관련 조항에 부합하면 시건축부(DOB)가 건축 
허가증을 발급하고 건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역 지정을 수정하는 방식은? 
 
구역 지정을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CPC (도시 계획 
위원회)의 헌장에 규정된 책임인 "도시의 질서 있는 성장, 개선 및 미래 발전을 위한 
계획 수행"을 완수하기 위해, 구역 지정 결의안은 필요에 따라 개정됩니다. 
 
 
 

http://www.nyc.gov/buildings
https://www1.nyc.gov/site/planning/zoning/zoning-text.page
http://www.nyc.gov/html/bsa/html/home/home.shtml
http://www.nyc.gov/html/bsa/html/home/home.shtml
https://www1.nyc.gov/site/planning/zoning/glossary.page#as_of_right_dev
https://www1.nyc.gov/site/planning/about/commission.page
https://www1.nyc.gov/site/buildings/codes/2008-construction-codes.page#bl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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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 문서 내용 및 구역 지정 지도 수정 
 
구역 지정 문서내용 또는 구역 지정 지도 수정은 시 전체 또는 한 지역이나 구역 지정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입법 조치입니다. 현재 허가되지는 않았지만 건전한 정책차원에서 
어떤 지역(location)이나 지형(configuration)의 개발을 위해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 
토지 이용 정책의 변경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개정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구역 지정 문서 내용의 수정은 구역 지정 결의안에서 내용을 새로 추가하거나 기존  
 
내용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역 지정 지도 수정은 구역 지정 지도에서 
구역 지정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이나 시를 비롯해 누구나 구역 지정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구역 지정 지도 
수정안은 공식적인 공개 검토 절차를 거친 후에만 채택될 수 있으며, 뉴욕시 헌장에 
명시된 대로 최종적으로 CPC 의 승인을 거쳐 시의회(City Council)에서 채택됩니다. 이 
공개 검토 과정은 ULURP(표준토지사용이용 검토 절차, Uniform Land Use Review 
Procedure)라고 하며 이 과정은 토지 이용 활동에 관한 지역 및 도시 차원의 검토에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합니다.  구역 지정 문서 내용 수정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뉴욕시 헌장에 따라 CPC 의 승인을 거쳐 시의회에서 채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CPC 가 검토하는데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두 가지 수정 모두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CPC (도시 계획 위원회) 
 
CPC 의 특별 허가: 개발자가 프로젝트의 용도, 위치, 규모 또는 설계를 근거로 특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구역지정 결의안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CPC 는 특별허가를 
내주기 위하여 종합적 검토를 하게 되는데 개발이 객관적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또한 잠재적 영향 평가를 실시합니다.  특별허가를 받게 되면 특별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용도, 규모, 또는 주차규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기획위원회(CPC)의 
특별허가는 일반적으로 기획(planning)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토지사용검토절차(ULURP)에 따라 공청회나 공개검토를 거처야 하고 시의회의 
검토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CPC 의 승인: 구역 지정 결의안 (Zoning Resolution) 에는 구역지정 요건을 수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특정 요구 사항이 충족된 것으로 파악된 상황에서 신청자의 
요청이 있으면 시기획위원회(CPC)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특정한 구역지정 요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승인을 위해서는 CPC 의 자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긴 하지만,승인의 요건이 구역 지정 결의안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여지가 CPC 의 특별 허가(special permits)의 경우보다는 적습니다.  
승인을 위해 공청회 및 ULURP 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의견 수렴 차원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위원회(community boards)에 승인 사실이 비공식적으로 언급됩니다. 
 

https://www1.nyc.gov/site/planning/applicants/applicant-portal/step5-ulurp-process.page
https://www1.nyc.gov/site/planning/about/commission.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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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C 의 인증: 정당한 권리에 따라 진행되는 어떤 개발 중 일부의 경우, CPC 또는 CPC 
의장이 구역지정 규정의 기술적 요건들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해야 하고 이를
건축부(DOB)에 통지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된 개발 내용의 사실적 
조건만 충족되면 되기 때문에 인증은 임의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BSA (규격 청원 회의, Board Of Standards And Appeals) 

BSA 의 특별 허가 (Special Permits): 구역지정 결의안에 따르면 변경에 대한 특별허가 
신청에 대해 규모나 영향이 매우 제한적일 경우 CPC 에 의해 처리 되기 보다는 BSA 에 
위임하여 처리 합니다.  그 개정은 구역지정 결의안에 있는 내용과 부합되어야 하지만 
BSA 가 승인한 특별허가는 표준토지사용검토절차(ULURP)나 시의회의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BSA 의 특례적인가(Variances): 특정 토지를 개발할 때 기존의 구역 지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비실용적이고 소유주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할 경우, BSA 는 해당 용도와 
규모 관련 조항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특례적인가 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를결정하기 위해 BSA 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변경을 허가하게 되는데 특별한 물리적 
환경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과 불필요한 곤경이 발생되는 경우와 그 변경을 통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적합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소유자나 전 
소유자에 의해서 어려움이나 곤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근  지역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공공복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https://www1.nyc.gov/site/bsa/index.page
https://www1.nyc.gov/site/planning/zoning/glossary.page#vari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