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참여 위원회 지원서

커뮤니티 참여 위원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애틀의 인구가 늘어나고 변화함에 따라 
시는 지속적으로 대중의 참여를 확대해 증가하는 
주민계층이 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막는 장벽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머리 시장은 2016-06 행정명령에 서명, 
시의 모든 부서에 걸쳐 평등하고 포괄적인 참여전략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새로 설립된 이 위원회는 형평성에 맞는 공공의 참여와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에 관해 시에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1. 이름과 중간 이니셜

2. 성 (가족 이름)

3. 연락처

4. 주소

이메일 주소

가장 편한 전화번호

다른 전화번호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이곳으로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현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른쪽 박스에 기입)

일정한 주소가 없습니다. (
하지만 우체국에서 아래의 
주소로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습니다)

주소:

신청서는 3월 1일 (수요일) 오후 5시에 마감됩니다. 
신청서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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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네 정보

6. 고용주 (학생, 은퇴자, 실직자인 경우에는 ‘관련없음(n/a)’

이라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7. 귀하의 주 직업 또는 전문분야는?

8. 현재 시애틀시와 계약을 맺고 계신지요?

시의회 지역구 번호

동네 이름

시의회 지역구 번호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seattle.gov/council/meet-the-council/find-your-district-and-councilmember

네

아니요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계약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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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하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만약 여백이 더 필요하시면 다른 종이에 기입해 첨부하셔도 됩니다)



4

성 과 이름:

10. 커뮤니티 참여 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만약 여백이 더 필요하시면 다른 종이에 기입해 첨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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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 커뮤니티에서의 친분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종교, 문화, 인종 또는 이익단체 등도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백이 더 필요하시면 다른 종이에 기입해 첨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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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 이름:

12. 커뮤니티 참여 위원회가 해결해줬으면 하는 사안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만약 여백이 더 필요하시면 다른 종이에 기입해 첨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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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나의 현재 주거상황은:

14. 가정에서 대화하는데 사용하는 언어:

15. 인종 (해당사항에 모든 체크해주세요)

16. 성정체성

커뮤니티 참여 위원회 멤버들은 시 거주자들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위원회가 균형을 이루고 시애틀 커뮤니티 일원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선택사항입니다.

무숙자 상태

여성

주택 소유자

남성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거주

성전환자

임대

다른 성정체성

인도인

중국인

캄보디아인

필리핀인

흐몽

일본인

한국인

라오스인

태국인

베트남인

기타 아시안

아메리칸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중남미 인디언

아메리칸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아프리카 흑인

암하라

에리트리언

오로모

소말리아인

티그레이

서아프리카인

기타 흑인 또는 아프리카 흑인

쿠바인

과테말라인

멕시코인, 멕시칸 아메리칸

푸에르토리코인

살바도르인

스파니아드

기타 히스패닉, 라티노 또는 스페인인

알제리인

이집트인

이란인

레바논인

모로코인

시리아인

기타 중동인 또는 북아프리카인

백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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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 이름:

17. 아래의 진술내용에 동의해 주세요.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본인이 아는 한 정확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보증합니다. 워싱턴주 공공기록법에서 

제외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이 제공한 내용들은 

공공기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Seattle Department of Neighborhoods

PO Box 94649

Seattle, WA 98124-4649

또는 직접 접수를 원하시면, 4애비뉴 600번지에 위치한 

시애틀시청 4층 지역국(Department of Neighborhoods)으로 

주중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오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입한 신청서를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세요:

신청서는 2017년 3월 1일까지 도착해야 고려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서명

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