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페이저 및 의제 

 

“우리 도시는 고통 속에 있으며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벌어진 인종 정의 

시위를 보면 뭔가 새로운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위를 통해 구조적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긴급하면서도 이미 해결했어야 할 요구가 폭로되었습니다.” 

Eric Garcetti 시장 

행정 명령 27 

2020년 6월 19일 

 

 

시 정부의 인종 평등 달성에 초점을 맞춘 시장의 행정 명령 27을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CPC)는 2021년 1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의 계획 및 토지 이용 과정에 편중된 형평성의 차이를 직접 알아보기 위해 

특별 회의를 개최합니다. CPC에서 생각하는 형평성이란 모든 사람에게 성공에 필요한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다양한 수준의 지원이 결과에 대한 더 강력한 공정성 달성의 

필요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도시의 모든 지역, 특히 과거에 

배타적 관행으로 인해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초점은 

다음과 같은 가치를 중심으로 보다 공평한 결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의사결정 기구로서 접근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과제와 기회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 지역사회 목소리. 전통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무시당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과거에서 탈피.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을 변경하는 급진적 조치를 

취합니다. 

● 기획 직원 및 나머지 도시 가족에 대한 지식.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기획 및 도시 

동료들을 파트너로 간주합니다. 

● 실행 가능한 결과. 이 과정에서 장벽이 거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듭니다. 

● 창의성. 우리의 목표인 정의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창의성에 우리의 심장과 마음을 

개방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건축 환경이 도시 전체에 걸쳐 개발되는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핵심 질문 및 목표가 발생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공평한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 이날 우리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lamayor.org/sites/g/files/wph446/f/page/file/MayorGarcettiExecutiveDirective27.pdf
https://www.lamayor.org/sites/g/files/wph446/f/page/file/MayorGarcettiExecutiveDirective27.pdf


● 기존 정책에 구조적 인종차별주의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이해합니다. 

● 인종차별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반인종차별주의 및 형평성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프로젝트 및 

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을 안내합니다. 

 

 

 

 

 

의제 

 

첫 번째 단계: 지역사회에 귀 기울이기 

도시계획위원회(CPC)는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가장 두드러진 정보 및 안내의 원천이 차별 

정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사례는 우리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또한, 의도한 수혜자로부터 직접 작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으로써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CPC는 이 과정에서 풍문에 의한 정보와 심사숙고한 데이터 포인트를 결합하여 

불평등의 원인, 그 결과 및 가능한 치료법을 완전히 반영하고자 합니다.  

 

소개(오전 9:00 - 9:15) 

 

구조적 인종차별이 토지 이용 및 기획 과정에 미치는 영향(오전 9:15 - 10:00)  

대 분계선; LA 형평성 지수 

Ron Galperin, LA 시 회계 감사관 

    

불균형의 동인  

Laura Muraida, SCOPE/건강한 지역사회 구축 사우스 LA 

 

불공평한 기획 및 토지 이용 결과 

Faisal Roble, LA 시 기획 

 

공개 의견(오전 10:00 - 11:00) 

일반인은 의견 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1분 동안 발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은 이 

설문조사를 통해 영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한국어, 중국어, 아르메니아어로 의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반인종차별주의 및 형평성 프레임워크 알림(오전 11:00 - 오후 12:00) 

형평성을 염두에 둔 지역사회 계획: 주민의 계획 – UNIDAD 연합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토지 이용 – UNITE HERE 노동조합 

   

개발 과정을 통한 형평성 옹호 – 리틀 도쿄 커뮤니티 의회(Little Tokyo Community Council) 

  

지역사회 소유권 전략 – LA 세입자 연합(LA Tenants Union) 

  

공개 의견(오후 12:00 - 1:30)  

 

마무리 + 피드백(오후 1:30 - 2:00) 

 

본 행사는 다음 언어로 통역될 예정입니다.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한국어, 아르메니아어 및 중국어. 요청하시면 

CPC는 수화 통역사 그리고 영어와 일반인에게 제공되지 않는 다른 언어 간의 통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청은 

행사나 회의 전 최소 3일(업무일 기준) 또는 72시간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숙박 또는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기타 문의 사항은 cpc@lacity.org에 문의하십시오. 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mailto:cpc@lacity.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