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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구할 것입니다. 도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www.seattle.gov/opcd에서 업데이트에 등록하면 더 자세히 알아보고 배경 정보와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시 차원에서 우리는 이전 계획의 과거 피해를 복구하고 모두를 위한 평등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계획 및 지역 사회 개발 부서(OPCD)는 계획 과정에서 종종 소외되는 흑인, 원주민, 유색인종 커뮤니티 
및 기타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집중시킬 것입니다. 이 약속은 OPCD의 평등한 커뮤니티 참여 에토스(seattle.gov/
opcd/about-us)에 담겨 있습니다.

주거 직업/경제 교통

거주성공원/ 
개방 공간

환경 정의/ 
기후 변화

시애틀 종합 계획은 우리 시가 어떻게 성장하고 투자하는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본 계획에서는 우리가 
주택과 일자리를 어디에 배치하고 교통, 유틸리티, 공원 및 기타 공공 자산에 투자하는지에 대한 시의 결정을 
안내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늘날의 지역 사회와 미래의 거주자를 위해 우리 시를 보다 평등하고,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하며 탄력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변경된 계획은 인종 평등, 주택 비용, 경제적 기회 및 교육에 대한 접근, 기후 변화 등, 새로운 문제와 오래된 
문제를 모두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주 압력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함께 성장과 투자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 문서를 다른 형식이나 언어로 받으려면 버나도 세르나에게 bernardo.serna@seattle.gov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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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도시 마을 성장 전략

성장 전략을 업데이트하면 다음 사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도시 전역에서 더 많은 주택 공급 및 선택권 허용
	+ 더 저렴한 주택 공급 지원	
	+ 차별의 역사 해결 및 내몰림 압력 감소
	+ 새로운 대중교통 투자 지역 근처에 더 많은 주택 공급 장려
	+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 감소

Our Current  Our Current  Growth StrategyGrowth Strategy

Contact

OneSeattleCompPlan@seattle.gov

For more information

seattle.gov/opcd
@SeattleOPCD

Give feedback +  
learn more

fb.com/seattleopcd
instagram.com/seattleopcd

종합 계획(Comprehensive Plan)의 성장 전략(Growth Strategy)은 예상되는 인구와 일자리의 성장을 수용하고 시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향후 20년간 구축 환경이 어떻게 진화해야 할 지에 대한 시애틀시의 비전입니다. 예측에 따르면 시애틀은 2050년이면 거의 백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시의 성장 전략에 대한 업데이트는 주택의 공급, 다양성 및 경제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저희는 더 형평성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성장 전략은 다음의 결정들을 주도합니다:

 + 주거, 상업 및 산업 개발을 허용하는 장소 
 + 허용되는 새로운 주택의 유형 (아파트, 타운 하우스, 독립 주택)
 + 지역 사회 편의 시설 및 내몰림 방지 조치에 투자하는 방법

도시 마을 전략(Urban Village Strategy)은 성장 집중화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애틀시의 새로운 주택 83%(대부분 작은 아파트)는 대중교통으로 연결되는, 작고 도보가 쉬운 복합 용도 지역에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시 마을 외의 많은 지역에서는 저렴한 주택 옵션이 적고 도시 전역의 주택 비용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가족용 주택 선택 및 내 집 마련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시가 실시한 인종 형평성 분석(Racial Equity Analysis)에 따르면 도시 마을 전략이 역사적인 배제의 패턴을 지속시키고 유색 인종 커뮤티니에 대한 내몰림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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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com/seattleopcd
instagram.com/seattleopcd

저희는 환경 영향 성명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의 일환으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의 이점과 영향을 연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중의 참여를 통해 듣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계획 업데이트 과정의 다음 단계에서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하는 광범위한 대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EIS의 초안은 공개 검토 및 의견 제시를 위해 2023년 봄에 공개될 것입니다. 2024년에 완성될 최종 성장 전략은 대안의 전략 

및 위치에서 도출되는 혼성된 접근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안 1: 조치를 취하지 않음 저희는 비교의 관점으로 기존 도시 마을 전략을 연구할 것입니다. 

대안 2: 집중하기 대안 3: 범위 넓히기

대안 4: 간선 도로와 인접 대안 5: 복합적인 전략

기존 사업 지구를 중심으로 동네 닻(neighborhood anchors)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지역들에 더 많은 주택 공급 기회 제공.  

현재 독립 주택만 허용하는 기존 동네 주택가(Neighborhood Residential, NR) 구역에서 3세대(triplex) 및 4세대(fourplex) 주택과 같이 다양한 낮은  등급의 주택 옵션 제공. 

빈번한 대중교통 및 공원으로부터 도보로 5분 이내의 거리에 추가 주택 옵션 및 서비스 제공

더 많은 주택 선택 및 서비스 이용을 제공하기 위해 혼합된 전략 사용

동네 닻: 완전한 동네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과 복합 용도가 허용된 장소
도시 센터(Urban Center): 용도, 주택 공급, 고용이 다양하게 혼합된, 지역적으로 지정된 동네
도시 마을: 다양한 유형의 주택 및 대중교통, 편의 시설 그리고 일자리가 제공되는 지역

동네 주택가 지역: 지역 동네 주택가 지역 전반에 걸쳐 새롭고 유연한 주택 선택권 제공

간선 도로: 주택 선택과 대중교통 및 공공 장소 근처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새로운 유연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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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 지역 중위 소득

Contact

OneSeattleCompPlan@seattle.gov

For more information

seattle.gov/opcd
@SeattleOPCD

Give feedback +  
learn more

fb.com/seattleopcd
instagram.com/seattleopcd

이미지 설명: 금융 서비스 제한 지역(왼쪽)은 주택을 구입하고 부를 쌓기 위해 필요한 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박탈했습니다. 인종 제한적 약정 사항은 유색 인종 주민들이 수십 군데의 시애틀 지역에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계약이었습니다(오른쪽).

건강한 지역 사회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좌우됩니다. 주거지는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재정적인 안정, 교육 및 경제적 기회 그리고 삶의 질을 
뒷받침합니다. 
시애틀의 주택 공급 위기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을 찾아 거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애틀에 대한 저희의 비전은 저소득층 
가정과 개인을 위한 주택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주택에 대한 선택이 더 많은, 포괄적이고 친근한 
도시가 되는 것 입니다. 

종합 계획에서의 주택 공급 
 + 이 계획은 시세에 맞는 주택 및 규제된 저렴한 주택의 미래 모두에 대한 비전을 수립합니다. 주택 공급을 증가시켜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성장을 수용하고, 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과거의 생산 부족을 해결합니다. 
 + 더 다양한 주택 유형을 장려하여 현재 및 미래의 주민들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킵니다. 
 + 소득 제한이 있는 저렴한 임대 및 판매 주택을 개발하고 보존하여 저소득 가구의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 둥지 내몰림 방지 및 배제 해결.

이룰 수 없는 내 집 마련
최근의 주택 건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시세에 
맞는 주택 및 소득 제한이 있는 저렴한 주택 모두에서 
계속되는 부족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시애틀 지역의 가정들에게 자택 구입은 불가능해지고 
주택 임대료는 더욱 비싸집니다. 부, 자택 소유, 주택 
비용 부담 및 노숙 현상에서의 인종적 격차는 우리 주택 
시스템의 편파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주택 환경은 시장의 힘과 차별적인 관행의 
역사를 모두 반영합니다. 과거에는 인종 차별적인 
주택 정책과 관행이 유색 인종 주민들의 주택 
소유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곳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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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 내몰림 현상이란 무엇입니까?  
둥지 내몰림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압력으로 인한 주민, 사업체 및 기관의 비자발적 이주를 의미합니다. 이 현상의 주요 원인은 희소성과 주택 및 상업 공간의 비용 증가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퇴거, 재건 또는 소득 제한 주택에 대한 계약 만료로 인해 이주하게 됩니다.
둥지 내몰림의 압력에 대응하기 
종합 계획은 가격을 상승시키는 희소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주택 공급과 선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둥지 내몰림 위험 지수(Displacement Risk Index)를 사용하여 더 많은 주택 공급을 장려할 곳을 파악하는 동시에 둥지 내몰림 위험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 유색 인종 주민들, BIPOC(흑인, 원주민 및 유색 인종) 운영 기업 및 기관, 그리고 그 외 사람들에 대한 압력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적용 가능한 내몰림 방지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 전역의 저렴한 주택에 대한 새로운 자격 요건 또는 인센티브
 + 저렴한 주택 및 형평성 있는 개발 프로젝트를 보다 실현 가능하게 하고 공공 투자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변경 사항 적용
 + 지역 사회 단체가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
 + 이주 지원과 같은 더 강력한 임차인 보호 
 + 기존 사업체 및 기관이 원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

The Displacement Risk Index is based on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like the presence of vulnerable populations and amenities that increase real estate demand. This analysis helps us evaluate likely outcomes of different alternatives and potential strategies to address the displacement pressures community members are experiencing today.

에티오피아인 마을 기공식, 2021년

Preliminary Displacement Risk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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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유형은 세대 수, 배치 방법, 소유 또는 임대 여부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 보드는 세 가지 범주의 다양한 주택 유형의 예를 보여줍니다.
독립 주택은 다른 주택과 벽을 공유하지 않는 독립적인 건물입니다

연립형 주택은 소유자가 각기 다른 주거 공간과 벽들을 공유합니다

세대 주택 & 3세대 주택 (나란히 배치됨)서로 벽을 공유하는 두 세대 또는 세 세대의 주거 공간

소규모 독립 주택유하는 열린 공간 주위에 배열된 2-3층의 독립 주택

안뜰이 있는 아파트공유하는 열린 공간 주위에 배열된 2-3층의 연립 주택

분리형 별채 (DADU)주거용 부지에 추가된 두 번째 주거 공간, 보통 본채 뒤에 위치

작은 부지에 세워진 독립 주택뒤쪽에 새로운 두 세대 건물이 추가된 기존 주택(왼쪽)과 한 부지에 세워진 세 채의 주택(오른쪽)

8세대 주택각 층에 두 세대의 주거 공간이 배치된 4층 건물

정사각형 주택전통적인 주택의 유형으로 흔히 대형 독립 주택과 비슷한 외관의 건물 각 층에 두 세대의 주거 공간이 배치됨
5-8층의 아파트 및 콘도각 층에 여러 세대가 배치된 중간 높이의 건물로, 아파트로 임대하거나 콘도 유닛으로 소유할 수 있음

고층 아파트 및 콘도각 층에 여러 세대가 배치된 12층 이상의 건물로, 아파트로 임대하거나 콘도 유닛으로 소유할 수 있음

타운하우스 및 로우하우스소유자가 다른 주거 공간과 한 벽을 공유하는 주택

적층형 주택에는 수직으로 배치된 여러 주거 공간이 포함됩니다
6세대 주택 층에 두 세대의 주거 공간이 배치된 3층 건물



공원 & 열린 공간
공원과 개방된 공간은 지역 사회와 환경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시애틀의 야외 공공 공간 네트워크는 
공원, 산책로, P-Patch 정원, 인근 그린웨이, 해안가 거리 끝 등 
다양한 장소와 연결을 포함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에게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하고, 놀고, 자연과 연결되고, 공연과 문화 
행사를 즐기고, 이웃을 만나고, 친구들과 가족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애틀에 있는 1,000개 이상의 다른 공공 공간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공공 공간 시스템 중 하나를 형성합니다. 국가 비영리 
단체인 '공용지 신탁'은 시애틀의 시스템을 미국 내 상위 10위 안에 
들지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있습니다.  

과거의 투자 결정은 환경 해악과 녹색 공간에 대한 접근에서 
상당한 인종적 차이를 영속시켰습니다. 미래의 녹색 투자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일자리, 경제적 기회, 저렴한 주택을 
창출하여 BIPOC 커뮤니티가 제자리를 찾아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요 이슈 

복원력 및 기후 변화 완화문화, 예술, 공동체

공공공간에 대한 공평한 접근 환경정의와 환경보건

One Seattle 종합 계획



의견 보내주실 곳:

oneseattlecompplan@seattle.gov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seattle.gov/opcd/one-seattle-plan

이 문서를 다른 형식 또는 언어로 받으려면 oneseattlecompplan@seattle.gov 에 연락하여 이벤트나 회의에 대한 문제 조정을 
요청하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oneseattlecompplan@seattle.gov 에 연락하십시오.

! "

현재 작업 중인 작업
• 현재 시애틀 파크 & 레크리에이션(SPR)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 !

• SPR 전략 계획 구현 !

• 시애틀의 외부 광역 프로그램 !

• 시애틀 교통부 공공공간 관리 프로그램 !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공공 공간을 더 
환영하고 유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공원과 공원의 연결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공공 공간이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지원하도록 개선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공공 공간 시스템이 기후 
변화에 직면하여 지역사회 회복력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종합 계획 개정에서는 시애틀의 공공 공간 네트워크를 확장, 
연결, 개선 및 유지하는 전략을 모색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도시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일에 인종 평등을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공 공간이 기후 변화
에 직면하여 회복력을 제공하는 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고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지역 사회 안정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
동에 취약한 이웃들에게 환경 개선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
볼 것입니다.

공공공간은 어떻게 
더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활동이나 행사가 사람들을 
야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유인할 

수 있습니까?



기후 변화
기후 변화는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영향은 우리 지역 사회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무더운 폭염과 공기를 옥죄는 산불, 치솟는 
해수면와 도로를 떠내려 보내는 극심한 홍수에 이르기까지, 
시애틀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와 마찬가지로 시애틀도 이러한 해로운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두 가지 탄소 
배출원인 교통수단과 건물에서 미래 기후 변화에 일조하는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역사적으로 경제적, 인종적, 
환경적 부당함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생 에너지로의 
공정한 전환을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애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종합 계획에서의 기후 변화
종합 계획에는 새로운 기후 정책에 중점을 둔 새로운 기후 정책이 
포함됩니다. 건물과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을 줄이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도시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정책으로 2050년까지 시애틀을 탄소 
중립에 가깝게 만들 수 있으며, 해수면 상승, 폭염, 홍수, 그리고 더 
극심한 폭풍에도 불구하고 번창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시애틀은 카운티, 지역 및 주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

2012
5183446

2014
5530378

2016
5584060

2018
5766042

교통

건물

산업

낭비

년 
CO2e 미터톤

배출량 감소 친환경 일자리 기후 변화와 
회복력

One Seattle 종합 계획



의견 보내주실 곳:

oneseattlecompplan@seattle.gov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seattle.gov/opcd/one-seattle-plan

이 문서를 다른 형식 또는 언어로 받으려면 oneseattlecompplan@seattle.gov 에 연락하여 이벤트나 회의에 대한 문제 조정을 
요청하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oneseattlecompplan@seattle.gov 에 연락하십시오.

! "

현재 작업 중인 작업
•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

• 교통 수단의 에너지원 청정 에너지 전환  !

• 더욱 친환경적인 건설  "

• Adapt City 시설  !

• 공정하고 평등한 전환 계획  "

• 기후 변화의 영향을 덜 받는 최전선 지역 사회 
만들기  "

•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 재해에 더 취약해지는 
지역 지도  "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기후 변화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동차와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

탄소 배출 제로로의 전환에서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

기후 영향(해수면 상승, 홍수, 극심한 
더위 등)에 가장 취약한 장소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One Seattle  One Seattle  종합 계획종합 계획형평성을 중심화하기

!

Contact

OneSeattleCompPlan@seattle.gov

For more information

seattle.gov/opcd
@SeattleOPCD

Give feedback +  
learn more

fb.com/seattleopcd
instagram.com/seattleopcd

과거의 피해 해결
시애틀 계획의 역사는 인종 차별적인 토지 이용과 주택 정책 및 관행으로 특징지어지며 이는 인종, 민족 및 계급에 따라 사람들의 배제와 분리를 창출하고 존속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배제의 패턴은 시애틀에 접근하고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한 백인 정착민이 도착한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관행은 20세기까지 계속되어 유색 인종 주민들이 주택 대출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인종적으로 제한적인 약정 사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역사의 영향은 오늘날에도 지속적인 분리와 불균형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지역에서 저비용 주택 선택의 가용성을 제한하는 현재의 토지 이용 규정에 의해 강화됩니다.
One Seattle 종합 계획은 인종적으로 형평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우리의 기회입니다.

시애틀의 차별적인 계획 및 토지 이용 관행의 역사와 One Seattle 종합 계획에서 저희가 어떻게 형평성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인종적 형평성 진전시키기
저희는 이 계획을 통해 인종적 형평성을 진전시키기 위해 시애틀시 인종 및 사회 정의 구상(Seattle’s Race and Social Justice Initiative)의 일환으로 자주 사용되는 자산인 인종 형평성 툴킷(Racial Equity Toolkit)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저희는 One Seattle 계획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인종 형평성 결과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완료할 때 시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역 사회 구성원들 또한 해당 인종 형평성 결과를 사용해야 합니다.
저희는 현재 인종 형평성 결과 초안에 대한 지역 사회의 피드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획을 이끌기 위해 어떤 인종 형평성 결과를 사용해야 합니까? 유색 인종 주민들 및 지역 사회 기반 조직의 의견은 특히 중요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저희 설문 조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Watch  the video



교통
어디를 가든지, 일을 하든 학교를 가든, 친구를 방문하든, 심부름을 
하든, 예배당에 가든지, 아니면 저녁을 먹으러 가든지 간에, 귀하는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트홀을 메우고 버스와 화물 배달이 제 시간에 운행되도록 
돕는 것 외에도, 시 직원들은 또한 거리를 포장하고, 교통 신호를 
조정하고, 즐거운 공공 공간을 만들고, 자전거 도로와 보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모든 연령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위해 
봉사합니다. 

꽤 자주, 정부 계획이 개발될 때, 이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 특히 
다음과 같은 공동체의 일원을 배제합니다. 여기에는 흑인, 원주민, 
또는 유색인종, LGBTQIA+, 가난하게 사는 사람, 이민자 사회와 
집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젊은이, 노인,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 우리가 집단 운송 비전을 개발함에 따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합니다.

종합 계획 개정의 교통수단
이 계획에는 도시의 이동성 요구를 충족하고 기후, 안전 및 
형평성 목표를 향상시키는 교통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정책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걷기, 자전거 타기, 운송 및 
화물 이동에 도움이 되는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시애틀 전역의 
성장을 계획할 것입니다. 종합 계획은 시애틀 교통 계획과 동시에 
갱신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집단 교통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취할 전략과 조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One Seattle 종합 계획

주요 이슈

시애틀 가정의 통근 방법

더 많은 여행 옵션 
이용기후 영향

운수자본 여행자 안전

자동차 
59%

자전거 
3%

걷기 26%

트랜싯 
12%



의견 보내주실 곳:

oneseattlecompplan@seattle.gov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seattle.gov/opcd/one-seattle-plan

이 문서를 다른 형식 또는 언어로 받으려면 oneseattlecompplan@seattle.gov 에 연락하여 이벤트나 회의에 대한 문제 조정을 
요청하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oneseattlecompplan@seattle.gov 에 연락하십시오.

! "

현재 작업 중인 작업
• 시애틀 교통 계획 ! –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옵션에 

대한 액세스를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 건전한 트랜싯 코디네이션 ! – 새로운 경전철 역 주변 환경 
분석 및 커뮤니티 참여

• 시애틀의 현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 은 투표로 승인되어 
부분 자금 조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애틀로의 이주를 위한 세금 
부과 ! 
및 시애틀 트랜싯 측정 !.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어떤 교통수단이 귀하의 자동차 여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걷거나, 구르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교통수단을 
타거나, 운전을 하거나, 안전하고, 편안하고, 

위엄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보다 평등한 교통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경제 발전
시애틀은 퓨젯 사운드 경제의 중심지이자 창조경제의 선도적인 
서해안 허브입니다. 해양, 산업, 기술, 항공우주, 세계 보건, 그리고 
다른 분야들은 앞으로 고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의 
다각화된 경제는 세계적인 대유행과 대공황을 포함한 최근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는 가족-임금 일자리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개발하기 위해 고용주, 학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상공인과 
번성하는 근린 상권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싶습니다. 예술단체에 
대한 도시지원은 경제 발전과 도시의 문화생활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일자리와 사업 기회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공평한 접근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종합 계획의 경제 발전 방안
경제 발전 요소는 노동력 개발, 근린상업지구 지원 및 성장, 성장 
및 신흥산업에 대한 건강한 기후 유지, 산업 및 해양분야에서 시의 
경쟁우위 지원 등과 관련된 시의 정책을 지휘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에는 모든 주민들, 특히 시애틀의 성장하는 경제의 혜택을 
균등하게 공유하지 않은 우리의 BIPOC 커뮤니티에 대한 공평한 
생활임금 직업 접근을 보장하는 정책이 포함될 것입니다.

주요 이슈

One Seattle 종합 계획

예술 및 문화 조직에 대한 
지원

경제적 성장의 원천이 될 
핵심 산업 부문에 대한 

지원

소기업들을 위한 경제적 기회에 
공평한 일자리에 대한 접근

최저임금 직업의 문을 여는 
직업 훈련의 
새로운 기회



의견 보내주실 곳:

oneseattlecompplan@seattle.gov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seattle.gov/opcd/one-seattle-plan

이 문서를 다른 형식 또는 언어로 받으려면 oneseattlecompplan@seattle.gov 에 연락하여 이벤트나 회의에 대한 문제 조정을 
요청하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oneseattlecompplan@seattle.gov 에 연락하십시오.

! "

현재 작업 중인 작업
• 시애틀의 산업 및 해양 전략  !

• 상업 경제성 !

• 인력 개발  !

• 이웃 기업 지원 !

• 핵심 산업 지원 !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공평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애틀의 지역에 걸쳐 사업 
구역이 번영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주민들 
직업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