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를 더 높은 기준으로 이끌며: 20212022 년 반 인종차별주의자 정책 우선사항
어떤 사람들은 COVID-19 을 “위대한 계시자” 또는 “위대한 균형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COVID19 대 유행은 필요한 자원에 대한 공정한 접근의 균형을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 기간은
필요한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보여줘 왔습니다. 또한 데이터, 과학, 지지자들, 흑인 및 원주민들이 앞서 여러 세대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데이터, 증언들 및 실제의 산 경험들은 진정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2020 년 7 월 24 일, 킹 카운티 행정관 다우 콘스탄틴 (Dow Constantine) 은 그의 State of the
County(카운티 연두교서) 연설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주의와 [차별] 의 잔인한 현실” 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2020 년에 우리가 우리 지역과 전국에서 보는 죽음, 결핍된 정의 및 사회적 불안은 백인 우월주의
로 인하여 발생하고 유지된 정책, 관행 및 제도를 종식시키는 것을 거부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카운티 전역에 이르는 우리의 공유될 성공은 인종차별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의의 부족으로 인하여
흑인과 원주민들이 부당하게 영향을 받아온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공평한
자원의 결핍과 정의의 부족함은 안전하고 건강하며 희망차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우리
카운티의 능력을 저해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반 인종차별주의자 정책 계획 우선 사항:
2020 년 6 월, 킹 카운티 행정관 다우 콘스탄틴 (Dow Constantine) 과 시애틀 및 킹 카운티 공중
보건국 국장 패티 해이스(Patty Hayes)는 인종차별주의를 공중 보건의 위기로 말하였습니다. 킹
카운티와 공중 보건국은 이 위기를 장기적으로 바로 잡기위해 인종적으로 공정한 계획을 세우기로
헌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종적 공평함, 경제적 공정함 및 정부 제도의 책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킹 카운티
정부의 새로운 2021-2022 년 정책 계획(2021-2022 policy agenda, 영문 전용 웹 사이트) 은
의도적으로 구조적인 인종차별주의와 경제적인 불공정함에 가장 영향을 받은 흑인과 원주민들의
매일의 산 경험에 귀를 기울이고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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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 사무실은 사람들의 인종, 거주지역, 직업 또는 재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권위, 부 및
안녕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에 나열된 정책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및 지역사회
투자의 변화는 사회적, 인종적, 경제적 공정성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킹 카운티에서 가장 불공평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
지역 사회의 흑인과 원주민들에 집중하여 자원이 공정하게 공유되도록 합니다.
•

형사 법률 시스템

•

경제 개발

•

공중 보건, 행동 건강 및 주택 공급

•

사회 기반 시설 및 환경

•

내부 킹 카운티 운영

이번 정책의 구조는 카운티 수준의 변화는 물론, 시, 주 및 연방 수준의 변화에 대한 지원 및
파트너십 권장 사항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행정관의 제안들은 요청, 즉각적인 필요 및 지방
정부, 단체 및 지역 사회를 통해 소통된 특정 우선 순위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2021-2022 년 정책 및 예산안(budget proposal, 영문 전용 웹 사이트)은 카운티의 반 인종차별주의적
초점과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장기적 및 영구적 절차를 위한 특정 예금이 포함됩니다. 미리 예정된
정책 계획과 예산안은 킹 카운티에 거주하는 흑인과 원주민들, 아이들 및 가정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킹 카운티 행정부와 시애틀 및 킹 카운티 공중 보건국은 필요한 변화들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과
지속하여 협력하며 지역사회 주도적인 해결책들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연 이은
예산 및 정책 주기를 걸쳐, 결과에만 반응하는 제도와 서비스로부터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계속되는 충격적 유해 결과를 중단하는 지역 사회 기반의 예방 조치로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동시킬 것입니다.
지역 사회 기반의 노력들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것은 형사 제도에 연루될 필요를 방지하고, 신뢰를
재구축하는 것을 도우며, 지역 사회의 안녕을 독려할 것입니다. 필요한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사려 깊고 장기적인 변화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며 희망차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지역 사회, 킹
카운티에 사는 모두를 위해 공정과 인종 정의에 집중하는 지역사회들을 만들 것입니다.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

킹 카운티 반 인종차별주의자 정책 우선 사항(Antiracist policy priorities at King County, 영문
전용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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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와 협력을 위한 반 인종차별주의자 정책 우선 사항 (Antiracist policy priorities for
advocacy and partnership, 영문 전용 웹 사이트)

•

킹 카운티의 인종 정의를 이끌며 (Leading with Racial Justice in King County, 한글 번역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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