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ng County의 잠재력을 완전히 회복하여 마지막 남은 
최고의 열린 공간 보호하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65,000 에이커

지금이 바로 우리 세대에서 이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도시, 농업, 기업 및 환경 부문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열린 공간이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최고의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협력을 통해 보존가치가 높은 65,000 에이커의 열린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파트너쉽인 Land Conservation 
Initiative(토지 보존 이니셔티브)를 제정했습니다. 우리는 
토지 보존 작업으로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Open Space Equity Cabinet(오픈 스페이스 
에퀴티 캐비넷)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강력하게 시작할 
수는 없으나, 우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땅을 유지할 수 없게 되기 전까지 지분 취득 
속도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도전 과제
King County(그리고 다른 13개 카운티)의 토지 
보존은 50년 전에 주정부가 구축한 Conservation 
Futures Program(보존 선물 프로그램)을 통해 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이 프로그램은 
연간 재산세 증가를 인플레이션율보다 훨씬 낮은 1%
로 제한하는 개별적인 주 법률 때문에 원래 계획되었던 
세수의 대략 절반 가량만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onservation Futures의 세율은 50% 가까이 
감소하였으나 재산세는 크게 올랐습니다.
Conservation Futures는 마지막 남은 최고의 열린 
공간의 자산 가치가 상승한 만큼의 진행 속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책
King County의 유권자들은 Conservation Futures
를 원래의 자산 가치인 1,000달러 당 6.25센트로 
되돌려 점진적으로 다시 감소시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주택 소유자가 매달 약 2달러를 
추가로 부담하면 한 세대 중에 가장 중요한 열린 
공간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능력을 두 배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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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열린 공간(녹지, 
공원, 산책로, 농지, 숲, 
강의 회랑 등)을 보호해 

왔습니다.

6개 토지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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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 County에서 현재 녹지, 공원 또는 산책로 근처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500,000명의 사람들을 위해 열린 
공간에 대한 접근성 개선

•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울창한 숲 보호

•  Puget Sound의 범고래에 더 많은 먹이를 제공하여 
토종 연어를 위한 수변완충지대 회랑 복원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www.kingcounty.gov/land-
conservation
담당자: Heather Ramsay Ahndan, 토Land 
Conservation Initiative 프로그램 관리자 
hahndan@kingcounty.gov

마지막 남은 최고의 공간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주정부 세수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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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get Sound의 
범고래에 더 많은 먹이를 

제공하여 토종 연어를 위한 
수변완충지대 회랑 복원

이산화탄소 
흡수 및 저장

공기 및 수질 
오염물 정화

홍수 위험 감소 여가 기회 증가
서식지 보호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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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ingcounty.gov/services/environment/water-and-land/land-conservation.aspx
https://kingcounty.gov/services/environment/water-and-land/land-conservation.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