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tywide Planning Policies
Transportation
개요
Countywide Planning Policies (CPP, 카운티 전역 계획 정책)의 Transportation(교통)
장은 로컬 및 지역 차원에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위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안전하고 통합된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관할 당국에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이 장에서 업데이트한 목표 및 정책은 기존 카운티 및 지역 정책을 기반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성장 지원 - 지역 성장 전략(Regional Growth Strategy)을 추진하기 위한
교통 시스템 제공
• 이동성 – 지역 안팎으로 사람과 물자를 효율적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이동 수단을 포함
• 시스템 운영 – 안전,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교통 시스템의 설계,
유지보수 및 운영을 포함

정책 업데이트
Transportation 장에서 제안된 정책 업데이트는 지역 정책 및 주법에서 변경되는
부분과의 일관성에 초점을 맞추고 카운티 전체 교통 시스템의 공평성에
주목합니다.
제안된 업데이트는 Black, Indigenous, and people of color(흑인, 원주민 및 유색
인종), 저소득층 또는 무소득층 및 특수 교통수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점을
두고 가장 필요한 곳에 대중교통 및 이동성을 제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제안된 기타 정책 업데이트는 교통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토지의 이용,
능동형 교통 장려, 교통 개선을 통한 퇴거 및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를 강조합니다.
전반적으로 제안된 정책 업데이트는 VISION 2050(비전 2050)의 성장 전략을
지원하고 로컬 관할 당국이 인구 및 고용의 예상 증가량에 따른 교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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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킹 County
Regional Planning(카운티 지역
계획) 페이지로 이동하면 CPP,
종합계획, 기타 성장관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업데이트의 영향
•
•
•
•
•
•

공평한 교통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모든 사용자를 위해 교통 시스템의 안전성을 향상합니다.
환승, 능동형 교통수단 등 자가 운전에 대한 대안 활용을 장려합니다.
퇴거 및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토지 이용과 교통 간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환승, 능동형 교통수단 및 대체 연료 사용 등을 독려하여 지속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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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