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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신체 활동 및 시민 참여 

 

기본 척도 및 목표 

주 법률은 환경정의를 "환경 관련 법률, 규정, 정책의 기안, 채택, 이행 

및 집행에 있어 인종, 문화 또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이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1 즉, 모든 이가 오염되지 않은 

대기, 물, 토양이 갖추어진 건강에 무해한 장소에서의 생활, 근로, 여가 

및 신앙 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받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건강 관련 

성과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도록, 저소득 지역사회와 유색인종 

집단에 특히 큰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환경불의의 식별 및 이에 

대한 대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환경정의 요소는 오염에 대한 노출 및 고유하거나 

복합적인 건강 위험 요인을 줄이고, 건강에 좋은 식품,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지, 신체 활동, 시민 참여를 증진하는 목표 및 정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불균형 문제가 가장 극심한 지역사회의 요구 충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입니다.  

                         
1 Cal. Gov. Code § 65040.12 (e) 

환경정의의 원칙 

다음은 환경정의의 원칙2 중 이 자료표의 주제와 관련된 

발췌문입니다.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 정책은 그 어떠한 차별 또는 편견 없이 모든 이를 

대상으로 상호 신뢰와 정의에 기반해야 합니다. 

 

모든 이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결정을 스스로 

내릴 기본권을 향유해야 합니다. 

 

필요 평가, 계획 수립, 시행, 이행, 심사 등 모든 의사 결정 

단계에 동등한 협력자로서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환경불의의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 

및 배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원주민의 특수한 법적 및 자연적 관계를 존중하고, 그들의 

자치권과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도시를 깨끗하게 관리 및 재건하고, 모든 지역사회의 

문화적 온전성을 존중하고, 각종 자원을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도시 생태학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다양한 문화적 관점에 대한 존중에 

기반하여, 현 세대 및 미래 세대에게 사회적 및 환경적 

문제를 강조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2 https://www.ejnet.org/ej/principles.html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GOV&sectionNum=65040.12.
https://www.ejnet.org/ej/principl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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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주 법률에 따르면, "공공시설"은 "공공 개선, 공공 서비스, 지역사회 

시설"을 뜻하는 포괄적 용어입니다. 공공시설에는 인프라, 학교 시설, 

공원, 운송 및 응급 서비스 등 지역사회의 건강, 안전, 안녕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정부 제공 토지 사용 및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과거의 차별적인 토지 사용 정책으로 인해 오클랜드의 일부 지역은 공공 

투자 및 시설 신축으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투자 유치 및 프로그램 

도입이 지연될 경우, 이러한 불평등 현상이 크게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스트 오클랜드에서는 브루크필드 빌리지, 소브란테 파크, 스톤허스트 

지역, 웨스트 오클랜드에서는 콜리시엄 산업 단지, 랠프 번치, 오크 센터 

지역에 새로운 자본 증진 계획이 권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웨스트 

오클랜드 및 이스트 오클랜드에는 의료 시설이 부족한 반면 대부분의 

의료 시설군이 노스 오클랜드 및 다운타운에 편중되어 있는 등, 

오클랜드 내 의료 시설 분포는 균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로크우드/콜리시엄/런즈데일 인구 조사 표준 지역 및 로워 

샌프란시스코 이스트 지역이 대부분의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출처: 캘리포니아 사회 사업부(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1 년; 

오클랜드연합교육구(Oakland Unified School District), 2021 년; 오클랜드 시 당국, 2021; 

앨러미다 카운티 GIS, 2021 년; Dyett & Bhatia, 2021 년 

오클랜드 내 공공시설 및 지역사회 시설에는 커뮤니티 센터, 노인 

복지 센터, 공원, 도서관, 학교, 보육 시설 등 주민이 모임을 가지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장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설은 

다양한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지역사회 모임 공간, 정보 및 기술 

이용, 지역 내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도 내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기존의 주거 지역을 

나타냅니다. 이스트 오클랜드의 경우, 오클랜드 내 타 지역에 비해 

공공시설의 수가 크게 적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자신의 지역에서 가장 자주 이용되며 주민에게 큰 의미를 갖는 

지역사회 공공시설은 무엇입니까?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 당국의 공공시설 투자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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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활동 

개방 공간, 공원, 도시숲, 안전한 보도, 자전거길을 갖춘 온전한 지역을 

조성함으로써 건강에 유익한 녹색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주민들의 여가 생활, 사교, 자연 체험, 통근, 운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만끽할 기회가 더욱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공간 환경은 활동적 교통 

수단 등의 운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토지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지역 사회가 신체 활동의 기회를 향유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불공평한 투자와 차별적인 

토지 사용 사례는 공간 환경에 악영향을 줍니다. 

2020 년 오클랜드 공원 여가 재단(Oakland Parks and Recreation 

Foundation)은 도시 전역의 공원 형평성 개선 방법에 대한 연구를 위해 

오클랜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공원 

형평성에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파악되었으며, 특히 흑인 

응답군에서 개선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백인 응답군은 

공원의 질에 대한 평가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오클랜드의 보행자 계획인 오클랜드 워크스(Oakland Walks)에 따르면, 

이스트 오클랜드 및 웨스트 오클랜드는 보도의 손상 또는 경사로 등 

주요 시설의 결여가 비교적 빈번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는 사망 및 

중상을 초래하는 교통사고가 타 지역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빈발하고 

있습니다.3 이스트 오클랜드 중심부의 이스트 14 번가(인터내셔널 

블러바드) 인근 지역과 애들라인 스트리트 북쪽의 웨스트 오클랜드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수목이 부족한 경우가 잦아, 주민이 실외에서 

폭염 및 공해 등 불쾌한 환경에 노출됩니다.4 해당 지역은 폭염 발생 시 

도시 내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더욱 높습니다(도시 열섬 효과). 

  

                         
3오클랜드시 교통국, 오클랜드 워크스 2017 년 보행자 계획 갱신 사항, https://cao-

94612.s3.amazonaws.com/documents/Ped-Plan-2017-rev-sep2018-

compressed.pdf. 
4 Ibid. 

 

 

 

 

 

 

 

 

 

출처: 오클랜드 시 당국, 2021; 앨러미다 카운티 GIS, 2021 년; Dyett & Bhatia, 2021 년 

해당 지역은 콘크리트를 포함한 불침투성 표면의 비중이 높아 수목 

식재 비율이 낮으며, 여기에 대기 오염 집중 현상까지 겹치면서 도시 

내 다른 지역보다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게 됩니다(도시 열섬 효과). 

언덕 위에 위치한 지역과 평지 지역 간에는 공원의 접근성, 질적 수준, 

수량에 상당한 지리적 격차가 존재합니다. 오클랜드 힐스의 경계는 

대부분 지역 공원과 맞닿아있으며, 오클랜드 힐스 내에도 몇몇 지역 

공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공원들 중 다수는 오클랜드 시 당국이 

아닌 이스트 베이 파크 지구의 소유입니다. 또한, 언덕 지역에는 

대규모 보호 구역 및 개방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오클랜드 평지 

지역 내 공원 부지는 대부분 소규모 동네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클랜드 전역 내 공원 부지의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언덕 

지역과 비교해 크게 낮아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어떠한 인프라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 당국의 투자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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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시민 참여는 정치적 및 비정치적 절차를 통해 지역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고자 시민 스스로가 노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시민 참여에는 

유급 또는 무급 사회 운동 및 그러한 운동의 조직, 지역 환경 보호, 

그리고 사회 봉사 및 상호부조 활동 참여 등이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는 투표, 도시 계획 절차 참여, 지역사회 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및 직접적인 행동, 행진, 시위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인터넷 및 통신 시스템 이용은 주민이 일하고, 배우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부 활동에 참여하고, 친구 및 가족과 연락하는 

것을 도우며, 일상과 시민 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8 년도 형평성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에서 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개인의 비율은 흑인이 40.8%로 여러 인종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3.5%를 기록한 히스패닉/라틴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백인은 가정에서 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개인의 비율이 14.6%로 가장 낮았습니다. 인터넷 연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에서 인터넷 또는 컴퓨터를 이용할 수 

없는 가정이 다수 존재하며, 이러한 현상은 유색인종 가정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직장 역시 지역사회 생활에 참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임금이 지급되는 직장의 존재와 이러한 직장에 

취업할 기회의 유무는 곧, 지역사회의 경제적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오클랜드 내 대다수의 영세 사업자는 오클랜드 문화에 

생기를 불어넣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2018 년도 형평성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계 인구 비율이 높은 인구 조사 표준 지역은 백인 인구 

비율이 높은 표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장기 실업을 경험할 확률이 

2.96 배에 달했습니다. 흑인인 오클랜드 시민은 타 인종의 오클랜드 

시민에 비해 취업 및 근속 유지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정에서 영어 외 언어를 사용하며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5 세 이상의 

주민은 이스트 오클랜드 및 센트럴 오클랜드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위의 지도는 인터넷 이용이 불가한 가정의 비율이 이스트 오클랜드 내 지역 및 잭 

런던 스퀘어 인근 지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오클랜드에서 효과적이고, 평등하고, 책임 있는 시민 및 지역사회 참여에 

지장을 주는 장애 요소를 경험하셨다면, 그러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해당 요소를 경감, 극복 또는 제거하기 위해 시 당국이 취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ACS 2015-2019; 오클랜드 시 당국, 2021; 앨러미다 카운티 GIS, 2021 년; Dyett & Bhatia, 2021 년 

제한적인 영어 구사 능력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근성 결여 

 출처: ACS 2015-2019; 오클랜드 시 당국, 2021; 앨러미다 카운티 GIS, 2021년; Dyett & Bhatia,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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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불평등 사례  

 
건강 

 
서비스 비용 

부담 

 
언어적 고립 

 
고용 

주요 장애 요소  

 
공원 및 서비스 

분포 

 
적절한 언어로 

작성된 

정보에의 

접근성  

 
인터넷 이용 

 
기업 및 인력 

자원 지원 

관할 기관 

 오클랜드시 

o 공공사업부 

o 공원여가부 

 Pacific Gas and Electric(PG&E) 및 East Bay Community 

Energy(EBCE), East Bay Municipal Utility District(EBMUD), 

Waste Management(WM) 등 기타 유틸리티 제공 업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 

자료 

Oak 311 을 통해 정기 점검 요청 및 긴급 인프라 문제와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10-615-5566 

OAKWifi 제공 지역 지도 

오클랜드시 언어 접근 서비스 부서 

오클랜드 시 공원 여가 청소년 개발부 

오클랜드시 경제 인력 자원 개발부 

 

 

https://seeclickfix.com/web_portal/wTMihVsatbiDau5Fw66m6HFD/report/location
https://www.oaklandca.gov/topics/oakwifi
https://www.oaklandca.gov/topics/equal-access-language-assistance
https://www.oaklandca.gov/departments/department-of-parks-recreation-and-youth-development
https://www.oaklandca.gov/departments/economic-and-workforce-development


오클랜드 도시기본계획 2045 | 환경정의 요소 

공공시설, 신체 활동 및 시민 참여 

공공시설, 신체 활동 및 시민 참여 정책 초안 아이디어 

본 정책 초안 아이디어 목록은 기존의 지역사회 및 지역 계획, 그리고 지역사회 지원 활동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신의 응답에 해당하는 

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여, 다음 표가 귀하의 지역사회 내 환경정의 문제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는지, 그리고 명시된 정책 초안 아이디어가 그러한 

문제에 충분한 대처가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남기고 싶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실 경우 "기타 의견"이라고 표시된 

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용 출처 목록: 

 ECAP = 오클랜드 공평 기후 행동 계획 2030 

 EONI = 이스트 오클랜드 이웃 이니셔티브 지역사회 계획 

 HDG = 오클랜드 건강 개발 가이드라인 

 WOCAP = 웨스트 오클랜드 지역사회 행동 계획 

 WOEIP = 웨스트 오클랜드 환경 지표 프로젝트 

공공시설 

불균형/격차 정책 초안 아이디어 아이디어 출처 문제를 제대로 포착하고 

다루고 있습니까? 

기타 의견 

예 아니요 

공공시설의 

불균등한 분포  

LUTE, OSCAR, 인프라 요소 개발의 일환으로 균등한 

분포를 달성하고 환경정의 지역사회 내 시설 신축을 

우선시 

HDG, EONI, 팝업 지원 

활동, 포커스 그룹 
   

 LUTE 개발의 일환으로 적절한 토지 용도 배정 및 

구역 지정을 통해 소외된 지역에 의료, 보육 및 

커뮤니티 시설(회복적 정의 센터 등)과 같은 필요 

시설의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HDG    

 공동 활용 계약을 통한 지역 공원 접근성 향상, 

울타리와 같은 물리적 장애 요소 제거, 공원 지역을 

오가는 다양한 경로 선택지를 제공 

HDG, DOSP, 팝업 지원 

활동 
   

유지 관리 및 

보존 비용의 

불평등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 가며 환경정의 지역사회 내 

공평한 자본 증진 계획 및 유지 관리 프로젝트를 

우선시 

기존의 오클랜드 내 

모범 사례, 팝업 지원 

활동 

   

다음과 협력하여 계획 수립: 

 공교육 

 공중 보건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서비스 

 사법 서비스 

WOEIP 오염 투어(공간 

활성화와 관련하여 항만 

측과 조율), 팝업 지원 

활동, 포커스 그룹 

   

https://cao-94612.s3.amazonaws.com/documents/Oakland-ECAP-07-24.pdf
https://cao-94612.s3.amazonaws.com/documents/FINAL_EONI_PLAN_2021.2.16.pdf
https://www.dropbox.com/s/xs4vy7gu0poq7m0/Complete%20HDG%20Final_11-2018%20%281%29.pdf?dl=0
https://www.baaqmd.gov/community-health/community-health-protection-program/west-oakland-community-action-plan
https://woei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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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격차 정책 초안 아이디어 아이디어 출처 문제를 제대로 포착하고 

다루고 있습니까? 

기타 의견 

예 아니요 

 수해 보호 

 에너지 제공업체 

 기술 및 통신 서비스 

 캘리포니아 교통부(Caltrans) 및 항만 

인접한 사법 당국 및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 

기관과의 기관 간 조율 계약 유지 

 개방 공간 및 여가 공간 설계 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이 적용된 조경, 

조명, 조치 등의 기법 활용 

H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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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활동 

불균형/격차 정책 초안 아이디어 아이디어 출처 문제를 제대로 

포착하고 다루고 

있습니까? 

기타 의견 

예 아니요 

상품, 서비스, 직장에 도보 

또는 자전거로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 존재 

LUTE 개발의 일환으로 후술할 과업 수행: 

 촘촘한 토지 사용 패턴을 증진하는 정책 

포함 

 셔틀 등 지역 교통체계를 연구하여 지역 

이동성 촉진 

EONI, HDG, WOCAP, 

팝업 지원 활동 
   

차이나타운 및 이스트 

오클랜드 지구에서의 

차량과 자전거/보행자 간 

교통사고의 편중 

LUTE 개발의 일환으로 후술할 과업 수행:  

 안전 속도와 도로 설계를 연구하고 

환경정의 지역사회에 개선 사항이 

적용되도록 조치 

 모든 이가 개선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범용 설계 원칙 우선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에 기반한 "비전 제로" 

접근 방식 활용 

 프로그램 및 개선 사항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정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이해 관계자와 

협력 

안전 및 환경정의 

포커스 그룹, 팝업 지원 

활동, WOCAP, WOSP, 

2019 년 오클랜드 

자전거 계획(Oakland 

Bike Plan), 2017 년 

오클랜드 워크스 

보행자 계획(Oakland 

Walks Pedestrian 

Plan), EOMAP 

   

계속해서 형평성, 도로 상황, 안전 기준에 따라 

도로포장 프로그램의 자원 계획, 분배 

기존의 오클랜드 내 

모범 사례 
   

나무 그늘 및 녹지의 

불균등한 분포 

녹색 인프라 프로그램 자금 조달 및 시행, 

환경정의 지역사회 표적화 및 지역사회가 

식별한 프로젝트 자금 조달.  

프로젝트 예시: 

 식물을 통한 완충 지대 

 조림활동 및 도시 녹지화 

 빗물 저장 

ECAP, 안전 포커스 

그룹, EONI, 기존 녹색 

인프라 계획, 팝업 지원 

활동 

   

도시숲 구역별 기본 계획 시행.  

예시: 

 비영리 단체와 제휴 

 사유재산에 식목 장려 

 수목 유지 관리 및 제거 시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와 협력 

 나무 그늘이 가장 적은 환경정의 

지역사회 내 나무 그늘 조성 우선시 

 

ECAP, 지역사회 팝업 

활동, 환경정의 포커스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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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불균형/격차 정책 초안 아이디어 아이디어 출처 문제를 제대로 

포착하고 다루고 

있습니까? 

기타 의견 

예 아니요 

불균등한 시민 참여율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 및 

강화하여 유의미하고 지속적인 참여 달성: 

 저소득 및 유색인종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조하는 절차 

 주민 우선순위에 기반한 절차 

 언어 등의 측면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절차 

 지역사회 협력 관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러한 협력 관계에 대한 자금 조달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절차 

 청소년 참여 및 리더십의 기회를 창출하는 

절차 

 

EON, DOSP, 현 오클랜드 

시의 모범 사례 
   

다음 요건을 갖춘 소통 창구 유지: 

 단체 및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가능케 

함 

 지역 수준에서 문제 및 우선 순위를 추적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도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한 정보 전달 

 도출된 결과를 부서 간에 공유하여 

참여자의 과도한 피로를 방지 

 

타 도시에서 차용한 모범 

사례 
   

기존에 시 당국 채용 등 태스크포스/위원회와 

시민참여형예산 등 절차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사회의 의사 반영 확대 

WOCAP(시민참여형예산), 

팝업 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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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격차 정책 초안 아이디어 아이디어 출처 문제를 제대로 

포착하고 다루고 

있습니까? 

기타 의견 

예 아니요 

소외된 저소득 지역사회 내 고속 인터넷 설비 

투자를 우선시하고, 이를 해당 지역 내 

공공시설로 확대 

타 도시에서 차용한 정책    

지속적으로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하고, 

언어적으로 고립된 그룹의 참여를 유도 

현 오클랜드 시의 모범 

사례 

   

불평등한 고용 기회 및 

사업체 소유, 또는 기존 

문화적 사업체의 

비자발적 이전 

시 당국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투자하여 

환경정의 지역사회 내 경제 발전을 증진 및 

다양화.  

예시: 

 사업 계획, 확장 계획, 허가 절차 안내, 자본 

조달 등을 통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지원 

및 유색인종/여성/퇴역군인이 소유한 

사업체 스타트업 지원 

 공공 조달을 통해 소외된 사업체 지원을 

우선시  

EOMAP, 포커스 그룹, 

팝업 지원 활동 

   

인력 자원 개발 계획 지원.  

예시: 

 교육 기관, 고용주, 지역사회 기반 단체와 

협력하여 환경기술, 생명과학, 식품 제조 등 

원하는 업계의 지역 내 채용, 훈련, 견습 

프로그램, 고용주 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 

및 확대 

 저소득층 부모에 대한 교육, 직업 훈련, 

경력 개발을 자녀에 대한 지원과 연계하는 

2 세대 프로그램 

 저학력자의 심화 교육 및 훈련 대비를 돕는 

브리지 프로그램 

 보조금 지급 단기 채용 일자리를 공급하는 

과도기적 일자리 프로그램 

 

ECAP, 

WOCAP(환경친화적 

일자리), 팝업 지원 활동, 

오클랜드 내 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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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격차 정책 초안 아이디어 아이디어 출처 문제를 제대로 

포착하고 다루고 

있습니까? 

기타 의견 

예 아니요 

토지 사용 계획의 일환으로 환경정의 

지역사회에 기반한 지역 단체와의 협력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분석: 

 회랑 지대 재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하여 신규 또는 소규모 

업체에 비용 부담이 적은 소형화된 

"초소매(microretail)" 공간 제공  

 소매점 및 상업 서비스의 기존 문화적 

정체성을 알리고, 지원하고, 보전하는 문화 

지구 지정(예를 들면, 웨스트 오클랜드의 

역사적 흑인 사업 지구의 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가까운 상점 및 근린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상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기존의 인근 

소매상의 용도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인근 

소매상 및 지역 사업체 보전 전략(비자발적 

이주 방지 전략 포함) 

 

WOIEP 오염 투어(흑인 

사업 지구 아이디어, 

소규모 상업 공간을 

가능케 하는 변경 사항), 

오클랜드 문화 

계획(Oakland Cultural 

Plan), 포커스 그룹, 팝업 

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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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위에 명시된 불균형 및 격차 목록 혹은 정책 초안 아이디어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습니까? 

불균형/격차/문제 정책 아이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