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랙커머스 카운티 운송개발부

미국 장애인법
클랙커머스 카운티
장애인 통행권 전환 계획
미국 장애인법(ADA)
미국 장애인법(ADA)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장애를 가진 이들이 공정한
구직활동, 재화 및 서비스 구매, 주 정부 및 지역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 등 미국
주류 사람들과 동일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보장합니다.

ADA 전환 계획
ADA 는 모든 지역 정부 기관이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운송개발부(DTD) 책임하에 있는 국내
도보 통행권 정책은 장애를 가진 이들이 보행자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ADA 전환 계획은 장애인의 통행권 보장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요소를
진단할 뿐 아니라, 장애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 편성, 시행 일자 및 절차를 수립합니다.
ADA 전환 계획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운송개발부 제공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에 전환
계획 적용 가능성 관련 정보

•

ADA

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반 대중 교육
•

장애인 통행권과 관련하여 개선 사항이나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클랙커머스 카운티에 신고하는
방법 안내

•

전환 계획 실행 업무 책임자 소개

•

장애인 또는 이들을 대변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 본 사안에 관심 있어 하는 이들의 의견 수렴
및 권고를 통해 장애인 통행권 전환 계획 검토나 사안을 개선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장애인 공공 통행권 보장을 위한 클랙커머스 카운티 ADA 전환 계획
ADA 전환 계획의 주요 실태 상황 및 시정을 위한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45,000 이상의 거주민 중 -- 클랙커머스 카운티 인구의 1/8 이상 -- 27.1%의 재향군인 및
34.7%에 달하는 65 세 이상 노인을 포함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장애인들이 도보를 안전하게 오르락내리락 수 있도록 클랙커머스 카운티 내 4,531 의 통행
장소에 도보 램프 설치, 개선, 혹은 교체가 필요합니다.

•

개선이 필요한 통행 장소들로는 도보에 램프가 미설치되어있는 1,917 곳과
ADA 가 요구하는 장애인 사용에 부적합한 1,352 곳, 그리고 연방 정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1,476 곳을 포함합니다.

•

이 밖에 수백 개의 커브길에는 모든 기준에 준수하는 램프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truncated dome)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위 곳에 기준에 부합하는 램프 및 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램프 설치 비용은 2016 년 물가 기준으로 4,984 만 달러($49.84 million)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밖에도 연방 정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보행 신호등 44 개가 있으며, 대개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 설치 및 누르는 버튼과 버튼 사이에 적절한 간격을 두는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보행 신호등을 개선하는 데에는 440 만 달러($4.4 million)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 이동 접근성 방해요소 제거를 위한 DTD 실행 계획
DTD 는 장애를 가진 이들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을 위해 변화를 이끄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실행 계획을 통해 이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

의도성 -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자금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과 관련한 연간 프로그램
개발

•

우선 과제 - 장애를 가진 이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

•

교육 - ADA 기준 및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응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

규제 및 기준 준수 - 카운티 내 도로 기준이 현 연방 정부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정 및 변경

•

책무성 - 프로그램 개발 및 디자인, 계획 검토, 현장검사 등 실행 진행 과정 및 시행 후를
포함하는 프로젝트 전 과정 동안에의 공공사업 및 개인 프로젝트의 ADA 준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검사 항목 혹은 절차 수립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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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 – ADA 접근성과 관련한 프로젝트 파일 및 컴퓨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기록할
시스템 도입

•

투명성 - ADA 접근성과 관련하여 대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접근성 관련
장애 요소 제거 업무와 관련한 진척 상황을 매년 카운티 위원회(Board of County
Commissioners)에 보고

동참하기!
만일 귀하가 신체장애 혹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가족이나 친구 중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이들을 돌보는 간병인 혹은 장애인과 함께 일을 하는 분이거나, 아님 단순히 모든 이들을
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

공공 통행권 관련클랙커머스 카운티의 ADA 전환 계획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lackamas.us/transportation/ada.html.

•

의견 제보 -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7 년 3 월 중
온라인(http://www.clackamas.us/transportation/ada.html)에 접속 후 제보하시거나, ADA
코디네이터 스티브윌리엄스 전화 503-742-4696 번, 혹은 이메일

swilliams@clackamas.us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서는 스페인어 (Español) | 러시아어 (Русский) | 베트남어 (tiếng Việt) | 중국어 (中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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