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의 인종 정의를 이끌며
2020 년 6 월 11 일, 킹 카운티 행정관 다우 콘스탄틴(Dow Constantine)과 공중 보건국 국장 패티
해이스(Patty Hayes)는 인종 차별이 공중 보건의 위기(영어 원문 기사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
하십시오, declared racism is a public health crisis)인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지역 사회의 행동
개시의 요구를 듣고, 모든 킹 카운티를 더 나은 기준으로 끌어올리기를 결단하였습니다.
킹 카운티는 인종 차별의 유해한 영향을 공평하게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전념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장기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갈 것
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다음 가치들에 근거 합니다:
•
•
•
•
•

의도적으로 반 인종 차별 주의를 지향합니다.
본 지역에서, 흑인 및 원주민 유색 인종(BIPOC)에게 가장 해로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합니다.
BIPOC 의 의견과 산 경험을 중심으로 일합니다.
공평하게 대응하고 조정하며, 투명하고 책임감있게 일합니다.
인종 차별과 불공평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합니다.

위의 선언 이후, 콘스탄틴(Constantine) 행정관은 제도 개혁 지지자, 지역 사회 구성원 및 킹 카운티
정부 공무원들과 협력하여, 형사 법률 제도를 개선하고 공중 보건 위기로 여겨지는 인종 차별(영어
원문 기사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 하십시오, racism as a public health crisis)에 맞서기 위해 진행중인
작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여러가지 제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킹 카운티 행정관 다우 콘스탄틴(Dow Constantine)은 주요 투자안 및 형사 법률 제도 개혁안을
반 인종 차별 주의 작업을 위한 자금 조달 우선 순위와 함께 개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안건은
다음 주 예산안 발표 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2021-2022 년 예산은 청소년과 성인의 상습적 재범을 줄이고 처벌 제도에 연루되는 것을 종료
시키기 위해 형사 법률 제도의 개선에 집중합니다. 이 노력은 대체 공공 안전 모델 개발과 시행,
해결책 창안을 위한 지역 사회와의 협력, 효과적인 지역 사회 기반 단체의 활동에 자금 지원,
그리고 BIPOC 고용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행될 것 입니다.
예산은 가치를 반영합니다. 2021-2022 년 제안 예산안은 공평한 정의을 강조하고, 킹 카운티의
흑인 및 원주민 유색 인종에게 가장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요 영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금 조달 우선 순위를 정하는 투자를 포함합니다.
2021-2022 예산 및 정책 결정 원칙:
•

인종 정의를 따르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의견과 산 경험을 우선시 합니다.

•

모든 단계의 의사 결정에서, 흑인, 원주민 및 유색인들이 반드시 대변되도록 합니다.

•
•
•

경찰 및 법률 제도의 자금을 지역 사회에 대한 투자로 재할당 합니다.
지역 사회 기반의 단체들과 그들과의 협력에 투자합니다.
지역 사회의 정책과 예산 조달 우선 순위의 주도를 따릅니다.

카운티의 운영에 반 인종 차별 주의에 대한 우선 순위와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현 카운티 예산 제안안들은 착수금을 포함합니다. 이 노력은 여러
예산주기에 걸쳐 기존의 이미 일어난 문제들을 다루던 서비스들에서 조기 투자를 지향하는
프로그램들로 자금을 재배치할 것 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향후 중재의 필요성을 방지하고 지역 사회의 복지를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 사회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장기적 노력은 BIPOC 를 해하는 불공정한 제도, 정책 및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옮겨 지역 사회 주도의 프로그램과 중재에 상향 투자되도록 할 것
입니다.
모든 제안된 예산안에 대하여 킹 카운티 행정관 다우 콘스탄틴(Dow Constantine)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지역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발표될 계획은 특별히 형사 법률
제도 개선과 반 인종 차별 주의 작업의 우선 순위에 염두하여 더 큰 긴박감과 협력으로
초안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은 본질적으로 투자, 전용 및 재 구상이라는 세가지 특정 원칙을 중심으로
통합되었습니다.
2021-2022 년 예산의 조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
•
•
•
•
•
•

마리화나 세수 $4.6 million 를 전용합니다.
회복하는 지역 사회 경로(Restorative Community Pathways)에 $6.2 million 를 투자 합니다.
도시에 통합된 킹 카운티 지역의 대안 정책을 공동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750,000 를 투자
합니다.
감옥 수감자의 인원을 지속적으로 제한하여 $1.9 million 를 구금 예산에서 전용합니다.
총기 폭력에 대응하는 지역적 접근법에 $600,000 를 투자합니다.
$2.7million 를 투자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초기 중범죄자들에게 제공함으로 사법 제도로
부터 우회시켜 만성 범죄의 반복을 저지합니다.
하늘 길(Skyway) 지역 사회 센터에 투자합니다.
메트로(Metro) 시스템의 요금 집행을 재 구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투자들을 진행 할 때, 지속하여 지역 사회 주도의 해결책들을 공동 개발 하고 사용할
것 입니다. 이러한 자금 및 우선 순위에서의 신중하고 장기적인 변화는 킹 카운티에 거주하는 모든
BIPOC 를 위해 공평과 인종 정의에 근원을 둔,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며, 또한 번영하는
지역사회를 창조할 것 입니다.

인종적 공정성을 위한 킹 카운티의 약속의 일환인 이러한 사항들과 다른 제안들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행정관 보도 자료(영어 원문 기사의 링크입니다, Executive Press Release)를
참고하십시오.
주요 내용은 행정관 콘스탄틴(Constantine)이 9 월 22 일 공식 연설을 통해 킹 카운티 의회에 발표할
2021-2022 예산안에 포함될 것 입니다.
9 월 22 일 예산안 발표 후, 킹 카운티 팀은 지역 사회와 지역 사회 기반 단체들과 접촉하여 제안된
정책 안건과 어떻게 미래를 위해 함께 효과적으로 인종적 공평성을 발전시킬 것 인가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 입니다.
11 월에는 킹 카운티 의회가 이 예산안을 승인하고 수락할 제안들을 결정할 것 입니다.
정책 체계:
정책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학교로부터 교통, 사업체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공공 정책은, 킹 카운티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제도,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이끌고 갑니다.
킹 카운티는 흑인 및 원주민 유색 인종의 영향력, 번영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다음 정책 분야에
우선 순위를 두어 모든 킹 카운티 주민들과 지역 사회를 번창시키길 원합니다. 제시된 자료들이
변화를 요구합니다. 보다 심층적인 정책 조치와 포괄적인 정책안은 향후 몇 주 내에 공유될 것
입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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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부 사항, 정책 안건, 프로그램 및 특정 투자 정보는 9 월 22 일 2021-2011 예산안이 발표된 후
성과, 전략 및 예산국(영어로 된 웹싸이트 입니다, Office of Performance, Strategy & Budget) 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