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전략 계획 이행 
우선순위에 집중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다시 소통합니다. 

2020년 초, 광범위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후, Seattle Parks and Recreation(SPR, 시애틀 공원 및 레크리

에이션 관리부)은 2020년에서 2032년까지의 프로그램 계획, 서비스 및 투자를 설명하는 전략 계획을 발

표했습니다. SPR이 COVID-19 대유행에 대응하여 비상 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계획의 이행이 지연되

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우선 순위들을 이행하는 방법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계획이 변화된 필요와 우선순

위를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재소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SPR의 2020-2032 전략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포괄적인 약속과 함께: 

건강한 환경 

 

지속 가능한 물 관리  폐기물 감소  탄소 배출 

감소  도시림 복원  공원용지 보존  기후에 

강한 시설 만들기  연결성 향상  대체 에너지

에 대한 투자  자연에 대한 감사 고취  공원 이

용에 대한 형평성 증대 

조직 운영의 우수성 
 

엄격한 형평성 분석 수행  국가 인증 획득  강

력한 인력 구축  직원에 대한 투자  시스템 업

데이트  지속적인 계획 수립  현재 상황에 대한 

도전  시 전체적인 접근 방식 적용  수명 주기 

유지 추구  지역사회 관리의 능률화  

강력한 커뮤니티 
 

지역사회 강화 기회 제공  보육 서비스 제공  서비

스 장벽 감소 서비스  지역사회 주도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  공원 안전 개선  노숙인에 대한 대응  지역

사회 행사 주최  명확한 의사 소통  경제적 기회 추

구  파트너와의 협력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제공 

건강한 주민  
 

형평성 있는 프로그램 제공  연령대와 장애 유무에 

상관없는 접근성 우선순위화  고품질 공간 유지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정보 공유  공공 장소 이용 보장  

자연과의 연결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재구상  다

목적 시설 건설  식품 접근성 개선 

형평으로 가는 길: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고 백인 우월주의 문화를 해체하기 위해 맡은 

          역할을 다하는 SPR의 로드맵.  



지난 18개월 동안 시애틀은 극적인 혼란과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단기적 조치들과 투자를 

재평가하면서 우리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가 우리가 직면한 4가지 위기에 대응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싶습니다:  

향후 계획 

지속하여 소통하고 더 알아보기 

커뮤니티 및 

온라인 지원  

단기 조치 

설정(2022-

2024) 

자금 조달 우

선순위 식별  

이행 및 재

확인  

전략 계획을 읽고 업데이트 및 참여 기회에 대한 최신 정보를 항시 업데이트 하세요: 

http://www.seattle.gov/parks/strategicplan 

소통해 주세요! 귀하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PKS_SPRStrategicPlan@seattle.gov 

맥락의 변화 

2021년 8월과 9월에, 다음과 같은 여러 활동을 통해 우리가 봉사하는 지역사회와 소통할 계획입니다: 

▪ SPR 지도자들의 지역사회 단체들과의 경청 세션 

▪ 공원 및 지역사회 행사에서 통역 서비스를 포함한 대면 봉사 및 대화  

▪ 현재의 필요를 가늠하는 설문 조사가 포함된 온라인 오픈 하우스 

▪ 직원들의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에서 배울 수 있도록 모든 직급의 SPR 직원과의 대화  

▪ 프로그램 참가자들, 시설, 공원 및 개방 공간 방문자와의 소통, 자본 프로젝트를 위한 기존 

홍보 행사 등에서의 소통 

공중 보건 및 웰빙  인종차별에 대한 

심판  

경제적 하강  기후 변화의영향  

http://www.seattle.gov/parks/strategicpl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