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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보도 요망  

언론 담당자:   Lois Maag, 커뮤니케이션스, 206.615.0950; lois.maag@seattle.gov  

     Sam Read, 커뮤니케이션스, 206.727.8808; sam.read@seattle.gov  

 

에드 머리 시장과 시애틀시의회는 신설되는  커뮤니티 참여 
위원회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시의 커뮤니티 참여 활동에 대해 자문을 합니다.  

 

에드 머리 시장과 시애틀 시의회는 신설되는 커뮤니티 참여 위원회에서 봉사할 멤버들을 찾습니다. 

행정명령 2016-06호와 지난 11월 조례안에 의해 설립된 이 위원회는 정책, 전략, 커뮤니티 그랜트 펀딩 

절차에 대해 시에 자문을 제공,  형평성에 맞는 공공 약속과 시민 참여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습니다. 

 

머리 시장은 “시애틀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이 거주하는  곳에서 소통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커뮤니티에 시의 결정과 계획 단계에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야 합니다. 시애틀이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시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주도해나가야 합니다.   

 

16인 위윈회는 머리 시장의 행정명령으로 설치돼 시의 정책결정 과정에 공공약속과 시민참여에 관한 

우선순위, 정책, 전략에 대해 조언을 제공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시의 커뮤니티 그랜트 절차에 대해 조언하고 시 각 부서의 커뮤니티 참여 계획에  대한 

반응을 제공합니다.   

 

팀 버지스 시의원은 “커뮤니티 참여 위원회는 시애틀 전역의 시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지스 의원은 또한 시정부는 다양한 부문의 경험을 반영하고 각 커뮤니티에 공평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결정과정에 포함시킬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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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7명은 지역구에 따라 시의회에서 임명하고 7명은 

시장이 ‘참여합시다(Get Engaged)’ 프로그램을 통해 뽑은 청소년 한명을 포함해 임명합니다. 나머지 

2명은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선출합니다.  

임명된 모든 위원은 시의회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차로 위원회는 매달 시청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위원회는 무보수직으로 매월 3~6시간 가량을 위원회 

업무를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으로 봉사하는데 관심있는 시민은 3월 1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https://www.surveymonkey.com/r/DON-CIC-Korean. 번역된 온라인 신청서는 1월 

27일까지 한국어, 소말리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준비됩니다. 

 

만일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시면 시애틀시 지역국(206-684-0464)으로 연락하면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직접 오셔서 신청서를 받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지역국은 4애비뉴 600번지에 소재한 

시청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업무를 합니다.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주소: Tom Van Bronkhorst, Seattle Department of Neighborhoods, PO Box 94649, Seattle, WA 98124-

4649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인 톰 밴 브롱크호스트(Tom Van Bronkhorst)에게 

전화(206-233-3954)를 하거나 이메일(NewDON@seattle.gov)을 보내면 됩니다.  

커뮤니티 참여 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website 

 

시애틀시는 시의 이사회와 위원회의 다양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청소년, 유색인, 이민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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