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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카운티 란 무엇? 

우리 카운티, 전체 카운티 지속 가능성플랜이란 멀리 미래를내다 보면 서,대담하고, 포용력 있게 그리고 환경, 재산 

물건진가, 경제성 등을 모두 동등하게 고려해 크게 윤곽을 그려놓은 노력에 성과입니다. 로스엔젤레스 카운티는 면적도 

넓고 큰도시화한 지역임 으로 급한 문제점과 많은 문제 점들이있어요. 도시와 카운티가 협조하여 지역에 꼭 맞는 

해결책을 써야 합니다. 이 플랜에 범위는 카운티 전체 입니다. 지역에맞는특성목적과 길게,짧게 잡은 목표, 그리고 

전략까지 포함 합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직장인과 주민분들에게 도움을 바랍니다. 건강한 이웃 주민들, 환경에 대한 

자부심,정당한 경제를 지원 할 수 있고,실행 가능성도 있는 전략 을소개하겠습니다. 

플랜 에는 무엇 이 포 함? 

우리 카운티는 지속 가능성을위한 구체적인 통로 를 설명하겠습니다. 크게잡아 기후변화, 물, 에너지, 자원 관리, 

토지이용, 교통, 열린공간, 생물 다양성, 공중위생, 경제 그리고 노동력 개발, 주택, 탄력성,정부 등 입니다. 카운티 전체 

목표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투자 관계자와 코뮤니티 참석에서나 챃을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플랜닝 팀은 

커뮤니티 에있는 지지그룹 등에서의 입력과 반응을 환영합니다. 카운티 정부기관, 통합된 도시들, 비정부기관, 

학술연구자, 일반인의 도움을 바랍니다. 

플랜에 준비는 누가? 

L.A. 카운티 지속가능성 사무소가 플랜 개발 을 선도 합니다. BuroHappold Engineering 컨설턴트들 UCLA 연구원들, 

UCLA 하고 Liberty Hill Foundation 에계약 관련자들 과 모두 협동 하겠습니다. 또 후원자는 Estolano LeSar Advisors, 

Fehr & Peers; Gladstein, Neandross & Associates; Global Green; Studio-MLA; and Raimi+Associate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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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왜 나도 참가? 

우리 카운티는 2017 년 11 월에 시작해 2019 년 까지 2 년 동안 지속 될 것 입니다. 참가 할 기회도 많고 서로 의견 나눌 

기회도 많이 있어요. 

 이메일 최신정보 연락처 

 다가오는 참가기회 뉴스와 이벤트 

 sustainability@lacounty.gov 로 이메일 주세요 

 트위터 #OurCountyLA 그리고 @CSO_LACo 

우리 카운티는 로스엔젤레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입니다. 저희들은 지역 전체를 대표 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하는당신들의 생각을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입력은 추천 처리 과정에서 무척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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