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tywide Planning Policies
Economy
개요
Countywide Planning Policies(CPP, 카운티 전역 계획 정책)의 Economy(경제) 장은
카운티 전역 경제의 번창, 강화, 다양화를 지원합니다. 정책은 Regional Economic
Strategy(지역 경제 전략)와 지역의 종합적인 경제 개발 전략을 지원하고
시행합니다.
Economy 장의 CPP 는 비즈니스 구성, 유지, 확장을 지원하는 로컬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룹니다. 또한 CPP 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 해소와 완화를 위한
조치를 장려하고, 특히 침체기와 회복기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정책은 카운티 전역 관할 당국의 경제적 건전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삶의 질
향상, 건전한 환경 조성, 천연자원 및 관련 일자리 유지와 관련한 성장 목표를
지원합니다.

정책 업데이트
CPP 의 Economy 장에 제안된 업데이트는 지역 정책, 주법, 카운티 전역 경제의
형평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안된 업데이트는 경제적 회복력 강화, 문화적으로 중요한 비즈니스 보호,
특히 Black, Indigenous, and other communities of color(흑인, 원주민 및 기타 유색
인종 커뮤니티)의 경제적 퇴거 방지 및 완화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CPP 업데이트는 노동력 개발, 교육 프로그램과의 파트너십, 카운티
전역에서의 중간 임금 일자리의 창출 및 유지를 장려합니다.
업데이트된 정책은 로컬 관할 당국이 고용과 주거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수가 좋은 일자리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게 하며, 통근 시간을
단축하고, 카운티 전역에 활발한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조성하도록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정책 업데이트의 영향
•
•
•
•
•

Countywide Planning Policies
소개
Countywide Planning
Policies(CPP)는 킹 카운티의
성장관리 문제를 다루는
일련의 정책을 말합니다.
Growth Management Planning
Council(GMPC,
성장관리계획위원회)은 킹
카운티 및 킹 카운티 내 도시와
관할 당국에서 선출된
공무원이 모여 CPP 를
개발하는 위원회입니다.
CPP 는 카운티 전역의 비전을
제시하며 킹 카운티 및 킹
카운티 내 모든 도시의 자체
종합계획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역할을 합니다. 킹
카운티 내 모든 도시의 자체
종합계획은 CPP 및 VISION
2050(비전 2050)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킹 카운티
Regional Planning(지역 계획)
페이지로 이동하면 CPP,
종합계획, 기타 성장관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 임금 일자리에 중점을 둔 다채로운 경제 활동의 창출 및 보존을
지원합니다.
주택 근처의 다양한 고용 기회 창출을 통해 고용과 주택 간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문화적으로 중요한 비즈니스 구역을 보호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공공 투자 결정을
유도합니다.
기간 산업 클러스터,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 등 보호가 필요할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강조합니다.
경제 침체기를 대비한 계획 수립과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직접 자원 제공을 장려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공개 의견을 제공하고 싶거나, CPP 또는 성장관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혹은 참여를 원하는 분은
gmpc@kingcounty.gov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Ben Larson 에 (206) 263-9560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