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티브 페어팩스 교통 플랜 프로젝트 팀원들을 만나 보세요 

크리스 웰즈, 액티브 교통 프로그램 매니저, 
Chris.Wells@fairfaxcounty.gov 

크리스는 페어팩스 카운티의 액티브 교통 프로그램을 

감독합니다. 크리스는 개와 함께 오랜 시간 산책하는 것을 

즐깁니다. 

니콜 위난드, 액티브 교통 플래너, 
Nicole.Wynands@fairfaxcounty.gov 

니콜은 주로 장거리 액티브 교통 플랜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일합니다. 니콜은 레스톤의 산책로에서 

가족과 함께 산책과 자전거 타기를 즐깁니다. 

로렌 델메어, 액티브 교통 엔지니어, 
Lauren.Delmare@fairfaxcounty.gov 

로렌은 디자인을 통한 보행자 및 자전거 안전을 

전문으로하는 현역 운송 엔지니어입니다. 로렌은 종종 균형 

자전거에서 아이들을 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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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페어팩스 교통 플랜 개요 

페어팩스 카운티는 자전거 마스터 플랜과 카운티 전체 트레일 플랜을 액티브 페어팩스 교통 

플랜으로 업데이트하고 결합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교통 수단은 주로 걷기, 자전거 타기, 구르기 

(스쿠터, 휠체어, 유모차), 하이킹, 달리기 및 교통 및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승차를 포함하여 주로 

사람이 동력으로하는 자체 추진 이동 수단 입니다. 이 계획은 카운티의 안전하고 편리하며 즐거운 

거리와 산책로를 구현하기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설정할 것입니다.  

이계획은 두 단계로 나뉘며 지역의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액티브 페어팩스 교통 플랜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1 단계 (진행 중) :

o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액티브 교통 수단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되는 비전

개발

o 이전의 적극적인 운송 계획 노력을 소화하기 쉽고 성능을 추적하는 하나의 일관된

문서로 통합합니다.

o 건강, 형평성, 수요 및 안전의 관점을 통해 기존 조건을 이해

o 가장 취약한 교통 사용자의 안전을 개선하기위한 명확한 방향을 제공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종합 계획을 업데이트하기위한 계획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 2 단계 (2021 년 여름)

o 우리의 교통 네트워크가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놀고, 배우고, 환승하는 곳으로

연결되도록하는 도구와 제품의 개발을 통해 살기 좋은 거리 디자인을 장려합니다.

o 모든 연령, 소득 및 능력의 사람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안하며 연결된 활성 교통 시설

(예 : 공동 사용 경로, 자전거 도로 및 보도)에 대한 접근을 지원합니다.

o 공정하고 투명하며 달성 가능한 구현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페어팩스 카운티의

활성 교통 시설에 대한 투자 우선 순위를 지정합니다.



• 두 단계에 걸친 참여 :

o 모든 카운티 주민들의 이동성 문제, 필요 및 욕구를 이해하고 고려하도록 보장하는

다양한 홍보 도구 및 활동을 사용하여 지역 사회에 참여합니다.

o 에쿼티 어드바이저리 및 청년자문 위원회 회의를 촉진하여 참가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액티브 페어팩스 교통 플랜개발을 지원하며 계획이 고유 한

관점을 나타내도록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함께 나누세요! 

커뮤니티의 의견은 이러한 계획 노력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참여할 수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의견은 2021 년 5 월 1 

일까지 수락 됨). 

• 설문조사 참여:  현재 이용중인 교통 수단을 재미로 사용하거나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지 이해하도록 돕고 페어팩스 카운티의 교통 수단의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세요.

• 아이디어 매핑: 도보 및 자전거 목적지, 활성 여행에 대한 장벽, 활성 교통

네트워크의 누락 된 링크에 대한 정보를 두 개의 직관적 지도에 추가합니다.

• 당신의 생각을 함께 나누세요: 귀하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하거나, 질문을하려면 액티브 교통 팀에 activefairfax@fairfaxcounty.gov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877-5600, TTY 711 로 전화하십시오.

액티브 페어팩스 교통 플랜이 개발되는 동안 일련의 커뮤니티 회의 및 참여 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여할 수있는 이러한 향후 기회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 

• ActiveFairfax 운송 계획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fairfaxcounty.gov/transportation/bike-walk/activefairfax.



 
 
 
 
 
 

• FCDOT Active Transportation Team (activefairfax@fairfaxcounty.gov)에 문의하거나 

703-877-5600, TTY 711 로 전화하십시오.  

• Facebook @FFXTransportation 에서 FCDOT 를 팔로우하고 

www.fairfaxcounty.gov/alerts 에서 Fairfax 카운티 교통 텍스트 또는 이메일 알림을 

구독하십시오.  
 

체계적인 안전 프로그램 만들기   

체계적인 안전 프로그램은 가장 취약한 도로 사용자를 위해 안전한 거리에 대한 카운티의 

장기적인 약속을 이행하기위한 시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교통 

사고 및 중상을 제거하기위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향후 3 년 동안 주요 단계를 요약 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커뮤니티 이해 관계자, 파트너 기관 및 일반 대중의 중요한 정보와 

지시를 받아 여러 부서의 카운티 직원이 개발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팀은 다음 영역을 

다루는 포괄적 인 작업 항목 테이블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 토지 이용 정책 

• 도로 설계  

• 교통 공학 

• 완전한 거리 정책 

• 자금 조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