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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공원 관리국, 다가오는 공원 기금안 찬반 투표 논의를 위해 
주민 위원회 회의 소집 

 

시애틀 공원 관리국(Seattle Parks and Recreation)은 1월 한 달동안 커뮤니티 회의를 세 차례 소집합니다. 
이는 다가오는 2014년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 법안 찬반 투표 대비의 일환으로, 파크 레거시 주민 
자문위원회(Parks Legacy Citizens’ Advisory Committee)가 추진한 사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회의 일정: 

• 1월 23일 목요일 오후 6시, 다문화지구/차이나타운 커뮤니티 센터(International 
District/Chinatown Community Center, 719 8th Ave. S) 

• 1월 25 일 토요일 오후 1시, 하이 포인트 커뮤니티 센터(High Point Community Center, 6920 34th 
Ave. SW), 차일드 케어 무료 제공 

• 1월 30일 목요일 오후 7시, 피터 레이크 커뮤니티 센터(Bitter Lake Community Center, 13035 
Linden Ave. N) 

회의에서는 주민 위원회가 앞으로의 여러 가지 투자 방안에 대해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였는지 설명하는 
발표가 간략하게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세 가지 세부 영역에서, 지역사회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준비한 워크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 우선사항: 지역사회가 다음의 영역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였는가? 1) 시(市)가 소유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자산 관리 2)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과 수업, 서비스 기금 3) 미래 대비 
공원용 “비축 토지”에 새로운 공원 개발 및 새로운 공원 부지 매입  

2. 규모: 참석자들은 서로 다른 차원의 기금 조달이 주택보유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 기금 계획안의 규모가 적절한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할 것입니다. 

3. 기금 세부 방안: 발표자들은 단기 및 장기, 영구 부담금의 차이점 및 방안을 대도시 공원 지구의 
형성과 비교하여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참석자들은 어떤 방안이 시애틀시에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시하고 각 방안에 대한 의견 및 문제점을 토론할 기회를 갖습니다. 

시애틀 공원 관리국이 기금 법안의 기초가 되는 파크 레거시 플랜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일련의 커뮤니티 센터 및 공원 사용자 설문조사로 시작하여, 시 전역에 걸쳐 공청회를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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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개최하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활성화로 인해 변화하는 요구에 시애틀 공원 관리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각기 다른 목소리들을 대화의 장으로 초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애틀 공원 관리국이 2013년 6월 파크 레거시 플랜 두 번째 초안을 발표한 이후, 시장과 시의회는 파크 
레거시 자원봉사 주민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공원 기금 법안이 무엇에 예산을 배정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조달해야 하는지, 즉 추가부담금으로 할 것인지 또는 대도시 공원 지구로 할 것인지에 
관해 조언하였습니다. 

12월 위원회는 기초보고서와 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우선순위 목록 초안을 
처음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매 모임마다 위원회는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11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월에 열리는 커뮤니티 회의에서, 주민들은 위원회의 추진 방향에 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선택 
가능한 기금 조달 방법에 대해 듣고, 위원진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1월 커뮤니티 회의를 모두 마친 후, 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기초 권고 사항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정하기 위해 2월에 다시 모일 것입니다. 이때, 위원들은 기금 정책의 규모와 종류에 관해 
논의하고 방향을 수립하게 됩니다. 최종 권고안은 위원회가 3월 12일 시장과 시의회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회원 명단: 공동 의장 바바라 라이트(Barbara Wright), 공동 의장 찰리 자라고자(Charlie Zaragoza), 
대처 베일리(Thatcher Bailey), 스티브 대슐(Steve Daschle), 줄리 패리스(Juli Farris), 빌 파더(Bill Farmer), 
토마스 골드스타인(Thomas Goldstein), 제시 이즈레이얼(Jessie Israel), 다이애나 킨케이드(Diana Kincaid), 
마이클 매덕스(Michael Maddux), 브라이스 매리먼(Brice Maryman), 얄론다 길 매선다이어(Yalonda Gill 
Masundire), 머스타파 매쓰(Mustapha Math), 에리카 멜로이(Erika Melroy), 데이비드 나무라(David 
Namura)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레거시 위원회의 중간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www.seattle.gov/parks/legacy/committee 또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출력물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 보고서는 위원회의 진행 상황과 추진 근거, 임시 권고안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상정된 각 투자 및 가능한 모금 방안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파크 레거시 주민 자문위원회 웹사이트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회의시에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의견을 제시하기 원하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의견은 구두로 
제시된 의견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이메일을 통해 parkslegacy@seattle.gov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 통역 서비스 또는 편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 parkslegacy@seattle.gov 또는 전화 206-
733-9702로 수잔 로크웰(Susanne Rockwell)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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