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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평등 운동을 촉진하는 팀에 커뮤니티 구성원을 초대합니다 
새롭게 채택된 벨뷰 센터 유색 인종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Bellevue 

Centers Communities of Color Initiative)를 발전시키기 위해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조정 팀을 구성하고 있는 Bellevue시  

 
BELLEVUE, Wash. – Bellevue시가 도시의 인종 평등을 촉진하고 최근 채택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유색 인종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해결책을 함께 만드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에 다양한 커뮤니티 구성원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벨뷰의 시의회는 (Bellevue City Council) 인종 평등을 촉진하고 시민 참여에 
대한 조직적인 장벽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여 도시의 다양한 인종에 대한 신뢰와 
인식을 구축하기 위한 커뮤니티 주도 프로그램인 벨뷰 센터 유색 인종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Bellevue Centers Communities of Color Initiative)를 승인했습니다.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CCC (유색 인종 조정, Communities of Color Coordinating) 
팀입니다. 이 커뮤니티 주도 팀은 벨뷰 센터 유색 인종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Bellevue 
Centers Communities of Color Initiative)가 설장한 목표, 우선 순위 및 작업을 확인하기 
위한 접근 방식과 프로세스를 이끕니다. 
 
Bellevue시는 현재 Bellevue에 거주하거나 일하고 있는 흑인, 원주민, 라틴계, 아시아 및 
태평양 섬 주민을 대표하는 11명의 커뮤니티 구성원에 합류할 커뮤니티 구성원의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Bellevue시과 협력하여CCC 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3년 
동안 Bellevue시의 인종 평등을 향상하기 위한 3단계 접근 방식을 주도적으로 이끌 
예정입니다.  

1) 대화를 통한 신뢰와 인식 향상 
2) 교육과 훈련을 통한 서로 다른 인종 간의 이해와 소통 능력 구축  
3) 커뮤니티 내의 인종 평등 도모에 대한 권고 사항 공동 구축. 

 

CCC 팀과 벨뷰 센터 유색 인종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Bellevue Centers Communities of 
Color Initiativ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Zoom을 통해 가상으로 3회 개최되는 정보공유 
세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션 1: 5월 11일 화요일 오후 4~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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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5월 13일 목요일 오후 6~7시 
세션 3: 5월 15일 토요일 오후 12:30~1:30시 
 
정보공유 세션에 참가하려면 등록하십시오.  

 

CCC 팀 신청서 접수는 5월 16일 일요일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diversity@bellevuewa.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Bellevue 시 정보  
100여 개의 공원과 방대한 산길 네트워크, 그린벨트가 있는 ‘공원의 도시’로 알려진 Bellevue 
시는 Washington주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스트사이드 시는 Washington 호수에서 
Sammamish 호수까지 33.5평방마일에 걸쳐 있습니다. Innovation Triangle에 속하는 Bellevue 
시는 번쩍이는 고층 빌딩의 다운타운 스카이라인을 가진 첨단의 쇼핑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145,000명 이상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고 Bellevue 시의 우수 
학교들은 전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매력적인 Bellevue 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BellevueWA.gov를 방문하세요.  
 

### 

http://www.bellevuecenters-communitiesofcolor.eventbrite.com/
https://bellevuewa.gov/city-government/departments/city-managers-office/diversity-advantage-initiative/bellevue-centers
https://bellevuewa.gov/city-government/departments/city-managers-office/diversity-advantage-initiative/bellevue-centers
mailto:diversity@bellevuewa.gov
https://bellevuewa.gov/

	즉시 배포: 목요일, 4월 29일, 20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