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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IA – 워싱턴주는 오랜 기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로 꼽혀왔으며 강력한 최저임금,
워싱턴 칼리지 보조금, 유급 가족 휴가 및 병가, 전국 최초의 공공 장기요양 등과 같이 앞서 나가는
여러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주의 경제가 꾸준히 최고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빈곤이 고질적으로 이어져왔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전 강력한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주민 네 명 중 한 명(500,000 명의 아동을
포함하여 175 만 명)은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팬데믹은 공공 보건 및 경제적
위기를 가져와 우리 지역사회에 기존에 존재했던 많은 격차를 노출시켰습니다.
Jay Inslee 주지사의 Poverty Reduction Work Group(빈곤 감소 워크 그룹) 은 공정하고 공평한 미래를
위한 청사진(A Blueprint for a Just and Equitable Future)인 빈곤 퇴치를 위한 10 년 계획(10-Year Plan
to Dismantle Poverty) 을 통해 이를 해결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Inslee 주지사는 빈곤과 불평등을
줄일 전략적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2017 년 이 워크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보건사회부(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고용안전부(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의 주 기관 지휘 하에 워크 그룹 은 다양성을 갖춘 45 명의 전담 관계자,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로 구성된 22 인의 운영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계획은 빈곤 퇴치를
위한 8 가지 전략과 60 가지 제안 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체계'임을 인식하면 체계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Inslee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및 지방 정부, 주 전역의 비영리기구, 기업, 자선 법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러니 일을 시작합시다."
"행동의 여부와 행동 방법을 결정할 힘을 가진 분들은 우리와 같은 수백만 워싱턴 주민들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애를 쓰고, 아이들을 먹이고 모든 것이 괜찮다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십시오." 빈곤 감소 워크 그룹 운영 위원회의 공동 의장 Drayton Jackson과
Juanita Maestas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계 수치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당신의
행동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 그리고 전국에서 빈곤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유색인종, 여성(특히 어린 아이가 있는
여성), 장애인, LGBTQ 커뮤니티, 난민과 이민자들은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극심한 혼란에 이어 중대한 사회, 문화, 경제적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SD의 기금 이사(Grants Director)이자 워크 그룹의 공동 의장인 Tim Probs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10년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미래 구축을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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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10년 계획의 개발과 전개를 공동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DSHS
경제 서비스 행정국(Economic Services Administration) 부국장이자 워크 그룹 공동 의장인 David
Still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계획의 전략과 제안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고 증거를 기반으로
하며 저희에게 우선순위를 안내하는 빈곤을 겪고 있는 이들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빈곤은 워싱턴 주에서 그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빈곤을 줄이고 인종 소득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면 경제는 거의 400억 달러 규모로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빈곤과 불평등 감소에서 경제적 이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무부 차장이나 워크그룹 공동
의장인 Diane Klont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엄성과 인간성 그리고 소속감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워싱턴주 주민들이 근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자신의 삶이 가치가 있다고 믿게 되면
이들은 더욱 번영할 것이며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일자리에 기여할 것입니다.
www.dismantlepovertyinwa.com 에서 전체 계획을 확인하고 빈곤 감소 워크 그룹(Poverty Reduction
Work Group)과 운영 위원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Twitter @DismantlePovWA 및 Facebook
@DismantlePovertyinWA 로 소셜 미디어를 팔로우해주세요.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PRWG@dshs.wa.gov 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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