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 참여 자료표
2021년 1월

발전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현대적인 연결

지역사회의 참여는 의사결정의 기반이 됩니다
종합적이고 공평한 지역사회 참여가 고속도로 다리 대체 프로그램에 관련된 의사결정의 

탄탄한 토대가 됩니다. 저희는 안전, 지역사회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들, 지역사회의 우려, 

그리고 폭이 넓은 지원을 지역에 제공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고속도로 다리를 대체할때 

오리곤 주와 워싱턴 주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필요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공개 대화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세개의 지역사회 위원회들이 프로그램 
결정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프로그램 목표에 필요한 피드백과 권고를 위해 세개의 지역사회 위원회들을 결성했습니다:  

지역사회 참여 관련 중요한 목표

	▶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피드백을 구하세요
	▶ 소수민족과/혹은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세요

	▶ 혁신을 받아들이세요
	▶ 참여하는데 장벽이 있다면 최소화하세요
	▶ 투명성과 피드백을 통해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 이해관계자와 지역사회와	
함께 신뢰를 쌓으세요

	▶ 여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 일을	
의미있게 꾸려가 주세요

경영 운영 위원회:   

경영 운영 위원회는 12명의 인원으로 
구성 돼 있으며 지역사회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 지도와 권고를 합니다. 경영 
운영 위원회에는 두 주와 동업하는 10

개의 단체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주민 
자문 위원회에서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두명의 인원이 포함 돼 있습니다.

주민 자문 위원회:

주민 자문 위원회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위원회로, 오리건 주의 포틀랜드와 

워싱턴 주의 벤쿠버에 주거하는 
사람들로 구성 돼 있습니다. 주민 자문 

위원회는 고속다리 대체 프로그램에 
관련된 피드백과 조언을 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과 문제점이 
잘 반영 된 프로그램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주민평등 자문 위원회:

주민평등 자문 위원회는 고속도로 다리 
대체 프로그램이 평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합니다. 이 위원회는 
프로그램 대표들에게 과정, 방책, 그리고 

결정에 대한 조언을 하여 소수민족과 
취약계층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현재 각 위원회는 한달에 한번 혹은 두번 개방된 가상(화상) 회의를 합니다. 

시민으로써 조언할 것이 있다면 미팅 전, 미팅 도중에, 그리고 미팅 후에 가능합니다.  



기획프로그램 주민 업무 계획서

지역사회 참여

참여 이벤트 (2월)

목적과 필요한 것 
아이디어와 중요한 것 (봄)

참여 이벤트 (여름)

검토분야와 초기대안 (여름/가을)

참여 이벤트 (가을)

좁은 범위의 대안    
(가을/겨울)

환경적인 요소와 디자인
작업과 건설 (2020-2025)

2021년 참여 그리고 정보를 
얻기 위한 기회들:

 ▷ 개방된 화상 미팅: 경영 운영 위원회, 주민 자문 위원회, 주민평등 자문 
위원회는 2021년 동안 한달에 한번 혹은 두번 회의를 합니다

 ▷ 온라인 공개일: 프로그램의 중요한 단계에 이뤄집니다

 ▷ 지역사회 대화: 지역사회 대화는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들을 알리고, 
참가자들에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지역사회 정보 전달 회의: 지역사회 정보 전달 회의는 2021년동안 
일어날 예정입니다. 스케줄에 등록하실 단체나 지역사회 그룹이 있다면 
프로그램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 비디오 스토리텔링: 비디오 스토리텔링은 일년 내내 일어날 예정이고, 
대중은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는 것을 신청하거나 저희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통해서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가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

 ▷ 팟케스트 시리즈: 팟케스트 시리즈는 2021년 후반기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 디지털과 프린트 광고: 프로그램 이벤트 프로모션과 프로그램의 중요한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광고를 이용할 것 입니다. 

 ▷ 대중 매체 활동: 주도적인 대중 매체 활동으로 저희 프로그램의 중요한 
행사와 활동을 현지와 지방의 정보원에 알릴 것 입니다.

 ▷ 지역사회 조언 설문조사: 프로그램의 중요한 단계에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조언을 구할 것 입니다.

 ▷ 소셜미디아 업무: 소셜미디아 사이트를 통해 정보전달을 하고, 지역사회의 
견해에 귀 기울여 듣고,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대화 할 것 입니다.

 ▷ 다문화 연결고리: 프로그램의 팀들은 여섯명의 다문화 연락 
담당자들과 함께 일할 것 입니다. 이들은 영어 외 다른 언어에 유창하고 
다문화 커뮤니티들과 관련 깊은 사람들로써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릴 것 입니다.

 ▷ 작업부: 작업부는 자세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릴때 영향을 
줄 것 입니다. 작업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관여하세요

온라인 공개일, 지역사회 설문조사 & 정보 전달 회의
 ▶ 2월 16일 - 3월 1일 

www.interstatebridge.org/calendar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www.interstatebridge.org 에서 추가정보를 보시고, e-뉴스레터를 

신청하거나 답글을 달아주세요

피드백을 주세요
 ▶ info@interstatebridge.org으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 저희 프로그램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 - 360-859-0494 (워싱턴) | 503-897-9218 (오리곤)
 − - 888-503-6735 (수신자 부담)

팔로우 해주세요

오리곤 주
미국 신체 장애자법 혹은 시민권리법, 성차별 
관련 정보, 번역/통역 서비스 제공, 또는 추가 
정보를 위해서는 503-731-4128,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 (TTY)은 800-735-2900, 혹은 
오레곤 주 연결 서비스 7-1-1으로 전화주세요.

워싱턴 주
워싱턴 주 관련 장애자 도움요청은 워싱턴 주 운수부/ 신체 장애자 팀wsdotada@wsdot.wa.gov  을 통해 
하시거나, 855-362-4ADA (4232)로 전화주세요. 청각장애나 난청이 있으신 분은 워싱턴 주 연결 서비스 
711를 통해 도움요청을 주세요. 성차별관련 불평/항의는 워싱턴 주 운수부 기회균등 부서로 전화주세요 
(360) 705-7090.

http://www.interstatebridge.org/calendar
http://www.interstatebridge.org
https://twitter.com/IbrProgram
https://www.facebook.com/Interstate-Bridge-Replacement-Program-102942415041844
https://www.instagram.com/ibrprogram/
https://www.youtube.com/channel/UCRxkgkIcZpLpVX5or7Gz0Vg
https://www.interstatebridge.org/contact
mailto:wsdotada@wsdot.wa.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