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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다-리버사이드 지역 여가 센터  

디자인 구성을 도와주십시오! 
세다-리버사이드 여가 센터 건축기획 연구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AC) 신청서 

 
세다-리버사이드 여가 센터 건축기획 연구를 위해 선출된 CAC 는: 
 

• 본 프로젝트와 그 범위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며 계획 과정 동안에 MPRB 직원, 파트너 기획팀과 자문 

위원에게 조언해야 합니다.  
• CAC가 대표하는 공동체를 위해 주요 담당자 임무를 수행하고 본 프로젝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이해 

관계자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향상함으로써 폭넓은 지역 참여에 기여해야 합니다. 
• 설계 디자인 프로그램, 비전, 목표와 원칙에 관하여 MPRB 군 행정위원회에 권유해야 합니다.  
• 공동체 중심의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지역사회 설계 디자인을 지지하며 MPRB 군 행정위원회에 권유해야 

합니다.  
 

 (온라인이 아닌 지필로 신청서를 내실 경우 정자체로 기입하십시오. 작성이 길어질 경우 본 양식의 뒷면을 사용하십시오.) 

이름: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AC의 임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C-R/세와드(Seward) 지역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귀하의 개인적이거나 또는 전문적인 경험이 

무엇입니까?  
 
 
 
 
세다-리버사이드/세와드 지역에 관하여 귀하에 해당하는 박스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거주 
 일  
 여가/놀이 

 
모든 신청서는 2019년 5월 3일에 마감합니다.  
 
 
보내는 곳:  

우편: MPRB Attn: Dan Elias, 2117 W River Rd Minneapolis, MN 55411  
이메일: delias@minneapolisparks.org  
질문? 프로젝트 매니저, 댄 일라어스(Dan Elias)에 전화번호 612-230-6435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세요 

 
언어 번역이나 기타 합의가 필요하신 경우, 시시드 알리(Siciid Ali) 에 전화번호 612-230-6576 또는 

이메일(sali@minneapolisparks.org )로 연락하십시오.  

mailto:delias@minneapolisparks.org
mailto:sali@minneapolisparks.org


 
 
 
 
귀하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귀하의 기본 주소 우편번호가 무엇입니까?  

 
2. 귀하의 인종/민족성은 무엇입니까?  

o 히스패닉, 라티노 또는 스페인 종   
o 흑인이나 아프리카계 미국인  
o 백인  
o 아시아인 
o 아프리카계 인디안 또는 알래스카 토착민  
o 하와이 원주민 또는 기타 태평양의 섬 주민 

 
3. 귀하의 인종, 민족성, 출신이나 부족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원하시면 여기에 기재하십시오: 

 
 
 

4. 댁에서 사용하시는 귀하의 주 언어가 무엇입니까?  

 
5.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자 
 여자  
 제 성별을 구분하고 싶지 않습니다  

 
6. 귀하의 나이가 무엇입니까? 

 18 세 이하 
 18~29세 
 30~44세 
 45~64세 
 65 세 이상 

 
7. 귀하께서는 댁을 임대 또는 소유하십니까?   

 임대 
 개인소유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8. 이메일 프로젝트 업데이트를 원하시면 귀하의 성함과 이메일을 기재하십시오.  

o 이름 
o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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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다-리버사이드 여가 센터 건축기획 연구  
지역사회 자문위원회  

 
프로젝트 개요 
 
미니애폴리스 공원 및 여가 기관은 (MPRB) 고속도로 94/리버사이드 코리도(Interstate 94/Riverside 
Corridor)에 새로운 여가 센터 건축을 위한 기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본 새로운 시설은 브라이언 코라이언 

코일 지역센터(Brian Coyle Community Center)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획 과정은 다양한 지역 단체들과 MPRB 직원, 선출된 임원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AC)가 지도할 

것입니다. 브라이언 코일 지역센터 개조 또는 주변 이주 또한 본 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 모색합니다. 
 
지역사회 자문위원회  
 
CAC가 무엇인가? 

지역사회 자문위원회는 이해관계자가 통찰력과 자원을 나누고 지역사회와 파트너 기관, MPRB간의 관계를 

쌓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봉사 기회를 제공합니다. CAC 임원들은 공원 이용자의 시각을 대표하여 각 

임원과 대중들과 협력적으로 일하며 본 프로젝트에 관하여 포괄적인 조언을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CAC 임원의 책임: 

본 과정을 통하여, CAC 임원은 본 프로젝트와 그 범위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며, 공원과 지역사회와 공원 

방문자들의 여가활동 필요를 이해하고 대표하여야 하며, 본 프로젝트를 위한 커뮤니티 연락담당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CAC 임원은 공공 CAC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계획 과정 동안에 MPRB 직원과 

자문 위원에게 조언하며 군 행정위원회에 선호하는 계획을 권유해야 합니다.      
 

MPRB의 약속: 

MPRB 는 해결방안을 구성하기 위한 자문과 혁신을 위해 CAC와 이해관계자와 함께 일할 것이며 조언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포함할 것입니다.   
 
시간 약속: 

CAC 임원들이 전념할 총 시간은 25-40 시간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회의는 주말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4월부터 2020 년 초까지). CAC 는 4~8개의 공식적인 CAC 미팅을 각각 2시간씩 갖게 될 것입니다.   
 
예약 과정: 

모든 작성된 CAC 신청서는 모든 임명자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임명자가 직접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본 

프로젝트와 관심에 대해 상의하게 될 것입니다. 신청한 모든 신청자는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