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웹사이트는 누가 운영합니까?   
 

이 웹사이트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Front Door는 The Lab @ DC 및 계획 및 경제 개발 부시장 사무국(DMPED)이 

13개 특별구 기관, 여러 현지 파트너 및 특별구 주민과 협업하여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엄청난 기여를 인정하고자 

합니다(알파벳순). 

 

● DC 정부 및 현지 파트너 직원: 이들은 Front Door에서 찾을 수 있는 

45개 이상의 리소스를 매일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래 나열된 DC 

정부 및 현지 파트너는 각 리소스에 대한 거주자 경험을 매핑하고, 

리소스 페이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양식 및 웹 사이트를 테스트할 동료 및 고객을 모집하고, 웹 구축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DC 정부: 

● DC Housing Finance Agency(DC 주택 금융 기관) 

● Department of Aging and Community Living(노인 및 지역사회 

생활부) 

● Department of Energy and Environment(에너지 환경부) 

● Department of Healthcare Finance(의료 재정부) 

●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 Department of Insurance, Securities, and Banking(보험, 증권 및 

은행부) 

● Department of Public Works(공공사업부) 

● Office of the Chief Technology Officer(최고 기술 책임자 사무국) 

● Office of the Deputy Mayor for Education(교육부시장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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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ice of Planning(계획 사무국) 

● Office of Tax and Revenue(세무국) 

● Office of the Tenant Advocate(임차인 변호 사무국) 

● Office of Victim Services and Justice Grants(피해자 서비스 및 

법무부 보조금 사무국) 

 

현지 파트너: 

● Alliance for the Chesapeake Bay 

● Casey Trees 

● DC Sustainable Energy Utility (DCSEU) 

● DesignGreen 

● EagleBank 

● Housing Counseling Services 

● Landed 

 

● Office of the Deputy Mayor for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계획 및 경제 개발 부시장 사무국): DMPED는 

주택소유권 프로그램 분야와 DC의 주택 구매 부담 문제에 전문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DMPED의 현재 및 과거 직원들이 프로젝트 

계획을 개발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많은 기관들을 서로 

조율하고, 웹사이트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 The Lab @ DC: The Lab @ DC는 Front Door의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우리는 정부 파트너, 현지 비영리 단체 및 거주민들과 상의하여 

이러한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파악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세스를 매핑한 The Lab의 현재 및 과거 직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웹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평이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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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와 단계별 지침의 초안을 작성하고, 양식을 재설계하고, 

사용자와 함께 모든 것을 테스트하고, 웹 사이트를 구축하고, 다시 

테스트하고 반복하여 테스트했습니다. 

 

● 귀하, DC 거주민 및 기타 사용자: 2021년 4월 현재, 125 여명의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Front Door와 재설계한 양식을 

테스트했습니다. 귀하는 Front Door에 소개된 리소스를 제공하는 

현지 비영리 단체에서 직접(코로나 이전) 테스트했으며, 정부 

파트너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후 화상 통화에 참여했고, 

usertesting.com을 통해 웹사이트를 테스트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며, 자발적으로 웹사이트의 베타 버전을 테스트했습니다. 

귀하는 현재 또는 향후 주택 소유자이고, 젊거나 나이가 많고, 워싱턴 

DC에 새롭게 이주했거나 워싱턴 출신의 원주민입니다. 귀하는 

스크린 리더기를 사용하고, 색맹을 경험하고, 제 2 언어로 영어를 

구사합니다. 피드백을 계속 보내주십시오. 

 

이 웹사이트는 누가 관리합니까? 
DC 계획 및 경제 개발 부시장 사무국(The DC Office of the Deputy Mayor for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이 Front Door에서 자원을 운영하는 

11개 특별구 기관과 협력하여 사이트를 관리합니다. 각 리소스 

페이지에는 하단에 업데이트된 마지막 날짜가 나열됩니다. 새로운 

리소스가 생성되고 자격 기준, 혜택 및 신청 프로세스가 변하면 DMPED의 

작업에 힘입어 Front Door에서 새로운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1년 5월에 최종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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