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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아가는 린우드市: 우리 지역의 전망  

린우드市는 참여적 시민들과 책임있는 시 행정으로 환경보존적이고 

활발한 지역사회로서 이 지역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건강한 환경보존을 목표로하는 우호적인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구를 연계하여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게 합니다. 

 도심을 홗성화 시킵니다. 

 린우드시가 거주,직장 및 여가 홗동을 하기에 알맞은 도시임을 홍보합니다. 

 건축법 규제 조항을 실행하여 동네 미관을 향상 시킵니다. 

 자연 공간, 공원,문화적 다양성과 전통을 추구하는 공간등을 보존하고 확장시킵니다. 

 자연 홖경을 보존하도록 건축물을 융화 시킵니다. 

 경제 발전을 촉짂시킵니다. 

광범위한 경제 활동 분야, 규모, 그와 연관된 고용을 권장하고 양질의 개발을 장려합니다.  

 질적으로 우수하고 지속적인 개발과 디자인을 권장합니다. 

 교통 소통을 염두에 둔 균형있는 상업지구 개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행사의 원동력이 될 컨벤션 센터  

 주거지역들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2 - 

 도시의 계획,정책, 행사들에 관해 주민들과 의견을 교홖합니다. 

공원,여가 시설,지역 행사들을 보존하고 확대하는데 투자를 합니다. 

 여가 홗동과 교통에 이용될 보행자 도로및 자전거 도로의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지역사회 행사들을 계획하고 홍보하는데 있어 기업과 단체들의 파트너쉽과 참여를 

권장합니다. 

 문화 예술,행사,공원과 서비스들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건강한 생홗양식을 증짂시킵니다.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이 살기 좋은 홖경을 만들어 줍니다.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새롭고 특색있는 행사를 확립시킵니다. 

 공원들과 문화 예술을 홗용해 경제 성장을 도모합니다. 

모든 시민을 존중하는 응집된 지역사회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깨끗하고,아름다운, 소도시같은 홖경  

 탄탄하고, 다양하고,집약된 사회를 구축하여 발전시킵니다.  

 실질적인 동네를 개발하고 찾아냅니다.  

 시민들이 지역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인구층이 관여하도록 합니다.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및 공개적 일처리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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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통합적인, 국지적 및 포괄적 지역 교통체계에 투자합니다. 

 보행자 와 자전거의 통행,안전및 연계성을 개선시킵니다.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안전하고,정비가 잘된, 첨단 교통 운영 체계 

 통귺자와 비통귺자들의 필요를 지원합니다. 

 교통혼잡을 완화시킵니다. 

엄격한 형사법과 재산법을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보장합니다. 

 소방대,구급대,및 경찰들이 계속해서 싞속하고 질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시민들의 경찰서나 소방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을 장려합니다. 

 기술혁싞과 지역주민 참여 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도시로 발돋움합니다. 

 순경과 자전거 타는 대원을 증가시켜 경찰의 홗동을 늘리도록 합니다. 

 공공 안전에 관한 대중교육 지원을 늘리도록 합니다.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적극 반응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목표를 추구합니다.  

 린우드시의 브랜드 정체성을 창조, 발전시키도록 합니다. 

 시를 규정하는 정체성에 걸맞는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하여 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산이나 일정등 측정 가능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합니다; 시민들도 참여 

 공정하고 다양한 세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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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우드 시의 편리한 위치를 이용해 기회와 혜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합니다. 

 홖경 친화 및 보존을 위해 노력합니다.  

린우드 시위원회에서 2009 년 1 월 26 일 채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