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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 1. 린우드 시 중심가, 지역 성장 센터 그리고 린우

드를 통과하는 경 철도 서비스을 위한 커뮤니티 비전을 수

행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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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 순위 2.  재정적 안전성과 경제적 성공을 보장 할 것  

3 
우선 순위 3.  최선의 운영 및 조직을 육성 할 것.   

4 
우선 순위 4.  안전한 커뮤니티가 될 것.   

5 
우선 순위 5.  다양하고, 주민이 환영받으며, 평등하고 살만

한 도시가 될 것.   

우선 순위 6.  상호 협럭적인 관계와 파트너 쉽을 추구하며 

유지 할 것.   6 

린우드 시 전략적 계획  

2022-2026  

이것은 채택된 전략적 계획의 약자 버전임. 추가된 번역본은 요청하면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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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하는 린우드: 우리 커뮤니티의 비전  

린우드 시는 이 지역에서 지속적이고 ,활기가 넘치며 .

시민들의  참여와 ,책임있게 일하는 정부가 뒷 받침하

는 커뮤니티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건강하고 지속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환영받는 시가 되

는 것입니다. 

부문면에서, 규모면에서 또한 상관 직종면에서 넓은 영

업 기반 구축을 격려하고, 높은 질적 향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공원, 오락 및  커뮤니티 프로그렘들을 유지 확장하는

데 투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민을 존중하는 화합의 커뮤니티 가 되는 것입

니다. 

효율적, 통합적, 국부적 및 지역적 교통 시스템에 투자

하는 것입니다. 

형사법과 재산 관계법을 엄격하게 집행함으로써 안전

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부족과 필요에 반응하는 시가 되는 것입니

다. 

전진하는 린우드: 우리 커뮤니티의 비전  

그리고  린우드 시 전략적 계획, 2022-2026 

린우드 시 전략적 계획, 2022-2026 

우선 순위 1. 린우드 시 중심가, 지역 성장 센터 

그리고 린우드를 통과하는 경 철도 서비스을 위

한 커뮤니티 비전을 수행 할 것.  

우선 순위 2.  재정적 안전성과 경제적 성공을 보

장 할 것  

우선 순위 3.  최선의 운영 및 조직을 육성 할 것.  

우선 순위 4.  안전한 커뮤니티가 될 것. 

우선 순위 6.  상호 협럭적인 관계와 파트너 쉽을 

추구하며 유지 할 것.  

우선 순위 5.  다양하고, 주민이 환영받으며, 평등

하고 살만한 도시가 될 것. 

Adopted by resolution April 13, 2015 (Res. 2015-06) 

Adopted by motion January 26, 2009 

2022년 7월 11일 부로 린우드 시 의회에 의해 채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