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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년 헌장 검토 위원회를 지원하는 자료 

킹 카운티 직원이 작성함 

  



 
'헌장'이란? 

 
 워싱턴 주(州)법에 따라, 카운티 지역은 정부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명시하는 

헌장을 제정함으로써 “자치” 카운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헌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헌장은 자치 

정부의 '헌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킹 카운티 헌장은 1970년에 처음 채택되었습니다. 

 헌장에 따르면, 10년마다 '헌장 검토 위원회'에서 헌장을 검토하고 변경 사항을 

권고해야 합니다. 

  



 

전문(前文) 

 
 전문은 뒤에 나오는 문서의 의도와 목적을 서술한 글입니다. 킹 카운티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워싱턴 주, 킹 카운티 주민은 보다 공정하고 질서 정연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별도의 입법부와 행정부를 구성하고, 지방 및 지역 카운티 통치관리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책무에 만전을 기하고, 효과적인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농촌 및 도시 환경 및 경제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치법과 자치 정부의 혜택을 

확보합니다. 워싱턴 주 헌법에 따라 이 헌장을 채택하는 바입니다." 
  



 

제110~140절 총칙(總則) 
 

 제110절은 킹 카운티에 대한 모든 가능한 자치 조항을 보유합니다. 즉, 주법에서 
카운티에게 입법을 허용하는 경우 카운티는 그 권리를 주장합니다. 

 제120절은 카운티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정부와 계약하거나 제휴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카운티는 보안관 서비스, 문화재 보존, 조달 인증 및 지방 법원 서비스와 같은 상당수의 
경우에서 이런 계약/제휴를 합니다. 

 제130절은 지방 법과 주법 또는 일반법이 다른 경우, 그리고 주법이나 헌법에 따라 
그러한 차이가 허용되는 경우, 지방 법이 주법 또는 일반법을 대신한다는 것을 
선언한다는 점에서 제110절과 유사합니다. 

 제140절은 카운티의 이름, 경계 및 카운티 청사 소재지를 보호하고 지역 카운티 출장소 
개설을 허용합니다. 

 현재 카운티 서비스 기관 대부분은 시애틀에 소재합니다. 하지만, 허가 기관은 
스노퀄미(Snoqualmie), 선거 기관은 렌턴(Renton), 상급법원과 교도소는 켄트(Kent)에 
있으며, 지방 법원 소재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제210~270절 입법부 
 

 제220.1절은 지리적 지역구별로 선출되고, 시차제 4년 임기의 의원 9명을 둔 카운티 

의회(County Council)를 창설합니다. 

 카운티 의회는 2005년에 의원 수가 13명에서 9명으로 줄었습니다. 9명으로 감축되기 전인 

2005년에, 의회 지역구에는 약 14만 명의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의원 수 감축과 

인구 증가로 인해, 지역구 주민 수는 약 24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제220.2절은 카운티 의회를 카운티의 정책 수립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제220.3절은 의회 의장의 선출을 요구하고, 자체 조직에 대하여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직원의 고용 및 감독에 대하여 책임지게 하고, 

또한 의회 서기의 임명을 요구합니다. 

 제220.4절은 의회가 절차 규칙을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말한 그대로의 공공 기록을 

요구하며, 모든 회의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모든 의회 회의와 거의 모든 의회 위원회 회의는 현재 생방송 TV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입법부 계속 (제220.5~230.2절) 

 제220.5절은 의회 및 의회의 개별 의원이 카운티 행정부를 간섭하거나 비-입법부 

직원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금합니다. 

 이는 의회가 입법 절차를 통해서만 명령을 내리고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회는 행정부 직원에게 개별 행위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제230.1절은 조례를 한 주제로 국한하고 조례가 도입되는 방법을 규율하며, 비상 

조치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례를 도입하고 시행하는 사이의 대기 기간을 7일로 

시행합니다. 

 제230.2절은 카운티 행정부에 대한 개별 집행 거부권을 수여합니다. 집행 거부권은 

카운티 의회에서 최소 6표가 나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가 조례의 일부 또는 조례 전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출 예산 

조례의 경우, 행정부는 단일 세출 예산만 또는 조례 전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 계속 (제230.3~230.5절) 

 제230.3절은 카운티 의회에서 최소 6표가 나올 경우 특정 상황에서 조례가 비상 

조치로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례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거부권이나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상 조치 시 행정부 서명 및 주민투표 대기 기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230.4절은 세출 예산, 비상 조치, 단체 교섭, 보상, 또는 주민발의를 다루는 

조례를 제외하고 카운티 의회가 통과시킨 어떠한 조례든지 그에 대해 공개 투표를 

하기 위한 주민투표 절차를 창설합니다. 

 제230.5절은 주민발의 과정을 창설하고 해당 주민발의 과정에서 무엇을 

주민발의로 실행할 것이며 그 규칙 및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건을 

규정합니다. 
  



 

입법부 계속 (제230.5.1~230.75절) 

 제230.5.1절은 자치도시의 발의권을 창설하여 도시들이 공동으로 카운티 의회에 

직접 조례를 제안할 수 있게 합니다. 

 제230.6절은 주민투표 및 주민발의 청원을 위한 요건과 과정을 규정합니다. 

 이들 과정은 헌장의 구성 조항의 시행과 관련된 카운티 법규에 의해 추후 통지됩니다. 

 제230.7절은 조례가 어떻게 발효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는 행정 서명 10일 후에 발효됩니다. 

 제230.75절은 의원의 2/3가 개정에 찬성 투표하지 않은 이상, 유권자가 승인한 

조례를 의회가 최소 2년 동안 개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입법부 계속 (제240~265절) 
 

 제240절은 피임명인을 확정하거나 거부하고, 입법부를 설립하고, 법 효력을 갖지 않는 정책을 

선언하고, 카운티 기관의 정보를 요청하는 데 사용되는 '동의(動議)'를 창설합니다. 

 동의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거나 아직은 적합하지 않은 카운티 정책에 대해 정책 의도를 부여하거나 

의회를 대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행정 거부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250절은 카운티 기관의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는 카운티 감사관을 창설합니다. 

 카운티 감사관은 카운티 의회가 매년 승인하여 채택된 업무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감사 보고서는 

소관 의회 위원회에 제출된 후 공개됩니다. 

 제260절은 카운티의 운영에 대한 고충을 조사하기 위해 흔히 옴부즈(ombuds)라고 더 알려진 시민 

고충 사무소를 창설합니다. 

 제265절은 여러 가지 중에서도 카운티 법 집행관에 의한 무력 사용을 조사, 검토 및 분석하는 법 

집행 감독 사무소를 창설합니다. 
  



 

입법부 계속 (제270.1~270.4절) 

 제270.1~270.4절은 구체적인 지역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역 정책 위원회, 지역 

수질 위원회 및 지역 교통 위원회를 창설합니다. 이들 위원회는 카운티 의회 

의원들과 해당 지역의 다른 선출 공직자로 구성됩니다. 

 지역 정책 위원회는 해당 연도의 자체 사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그 사업 프로그램과 

카운티 차원의 정책이나 계획, 양쪽 모두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지역 수질 위원회는 카운티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에 대한 카운티 

계획을 검토하는 관할권을 갖습니다. 

 지역 교통 위원회는 지역 교통에 관련된 카운티 차원의 정책이나 계획을 검토하는 

관할권을 갖습니다. 
  



 

행정부 (제310~340절) 
 

 제310절은 카운티 행정부 그리고, 카운티의 모든 집행권 보유자로서 사정관 및 카운티 

행정 사무소와 같은 연관 사무소들을 설치합니다. 

 카운티 차원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특정 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320.1절은 카운티장을 4년 임기인 별도 선출직에 취임시키고, 카운티장의 봉급은 

의회 의원의 1.5배로 규정합니다. 

 제330절은 카운티 행정관의 지위를 설치합니다. 

 모든 카운티 부처에 내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 행정 사무소인 행정 서비스부 내부 

부서들을 감독합니다. 

 제340절은 카운티 공무원 및 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관한 여러 조항을 포함합니다. 

 요약하자면, 거의 모든 경우에 카운티장이나 행정관이 임명하고 의회 또는 카운티장이 

승인(확정)합니다. 
  



 

행정부 계속 (제350절) 
 

 제350절은 의회가 카운티 정부를 사무소와 부처로 나눌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합니다. 제350절에는 다음과 같은 부처 및 사무소가 포함됩니다. 

 행정실 

 행정 부처 

 사정부 

 사법 행정부 

 공공안전부 (보안관) 

 선거관리부 

 공공 방위 의무, 행정, 자문단부 
  



 

재정 절차 (제405~460절) 
 

 헌장 제4편은 정부 운영의 재정적 측면을 자세히 다루는 절입니다. 본 문건에서는 

모든 절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제405절은 격년 또는 2년 예산 과정을 수립합니다. 

 제410절과 제420절은 예산이 행정부에서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는 과정을 

다룹니다. 

 제425절은 카운티에 대한 재무 예측 및 모델링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사무소인 

경제 및 재무 분석 사무소를 창설합니다. 

 정부의 상기 두 부문은 본 헌장에 따라 예측 위원회(Forecast Council)가 승인하고 경제 

및 재무 분석 사무소(Office of Economic and Financial Analysis)에서 개발한 세입 

추정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430~460절은 예산 내용, 예산 메시지 및 예산 채택 절차를 다룹니다. 
  



 

재정 절차 계속 (제470~495절) 

 제470절은 예산 과정 외의 추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과정을 다룹니다. 요약하자면, 그 

과정은 

 (비상 사태가 아닌 한,) 예산안을 수정하려면 카운티장이 제안을 해야 합니다. 

 자본 지출의 경우 카운티장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제480절은 예산 기간이 끝나면 운영 지출이 소멸되거나 종료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자본 지출의 경우, 3년간 활동이 없으면 세출이 소멸됩니다. 

 이는 운영 지출은 다음 예산년도로 이월되지 않고 지출을 채택된 예산에 맞추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책임과 회계의 정확성을 감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95절은 세출을 초과하는 어떠한 계약도 무효임을 규정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자신의 기관을 위해 세출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사 제도 (제5편) 
 

 제510~530절은 인사 제도를 제정하고, 인사 규칙의 성안을 요구하고, 그러한 규칙을 

조례로 승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540절은 인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 제도의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경력직 직원의 

진정을 듣습니다. 

 제550절은 카운티 직원을 위한 경력직 직위를 창설하고 경력직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특정 직위를 면제합니다. 

 경력직 공무원 직위는 정치적 영향이나 압박으로부터 보호되며, 선출 공무원이 임명하는 

대상이 아니고, 선출 공무원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면직시킬 수 없습니다. 

 제560절은 주법에 의해 금지되는 사항을 참조하여 카운티 직원의 정치 활동을 

다룹니다. 

 카운티 직원은 어떤 종류의 정치 활동에도 공공 자원을 사용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하는 경우 자신의 개인 자원을 사용하여 자신이 속한 타운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선거 (제6편)(제610~649절) 
 

 제610절은 카운티 선출 공직에 대한 지명 1차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630절은 재직 자격을 규정합니다. 

 제640~649절은 카운티의 선출직으로서 다음을 설치합니다. 

 카운티장 

 사정관 

 보안관 

 선거관리국장 

 지방검사 
  



 

선거 계속 (제650~690절) 
 

 제650절은 카운티 의회의 의원 선거를 다룹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의회는 지리적 지역구를 대표하는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10년마다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열려 지역구 경계를 설정합니다. 

 시차제 기간을 설정합니다. 4명 또는 5명의 의원이 홀수년에 나옵니다. 2019년에는, 4명의 

자리가 투표 용지에 등재될 것입니다(5명의 자리는 2017년 투표 용지에 등재되었습니다). 

 제680절은 선출 공직의 공석을 채우는 과정을 다룹니다. 추가로, 카운티 선출직(의회 

의원 제외)은 공직이 공석이 될 경우 행정 활동을 계속할 사람을 지명해야 합니다. 

 제690절은 캠페인 기부금 및 지출 공시를 요구하며 캠페인 기부금에 대한 제한을 

규정합니다(조례에 따라 규정됨). 
  



 

진정 위원회 (제7편) 

 
 제7편은 재산 평가에 관한 고충을 듣는 진정 위원회의 창설, 구성 및 선정 과정을 

다룹니다. 

 이 위원회는 사정부가 세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잘못 평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진정을 듣는 독립 기관입니다. 

  



 

총칙(總則) (제8편) (제800~830절) 
 

 제8편은 자체 편이 없는 항목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개요에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800절은 헌장 검토 위원회를 창설하고 적어도 10년마다 검토 과정을 요구합니다. 

 제815절은 특정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 및 공공 공사를 민간 계약업체가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820절은 카운티 공무원 및 직원들을 위해 이해의 충돌 과정의 수립을 요구합니다. 

 카운티 직원은 자신의 개인 금융 보유 자산과 자신의 카운티 책임 간에 재정적 이해의 충돌 

또는 잠재적인 재정적 이해의 충돌을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제830절은 카운티 기록에 대한 공개 접근을 규정합니다. 

 대체로 주법 조항으로 대체됩니다. 
  



 

총칙(總則) 계속 (제840~843절) 

 
 제840절은 카운티의 차별 금지 정책으로,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적 

성향, 장애,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이나 표현, 또는 연령에 근거한 차별을 

금합니다(최소 연령 및 퇴직 규정은 제외). 또한, 카운티는 상기 목록에 근거한 

차별을 하는 업체 또는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제843절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며, 일부 예외는 있지만 카운티가 종교적 관례에 

지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총칙(總則) 계속 (제850~895절) 

 
 제850절은 카운티 공무원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제870절은 봉급을 받는 직원이 위원회의 일원이 되어 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890절은 직원의 단체 교섭권을 지지하는 조례의 제정을 다루고 대부분의 경우 

카운티장을 교섭 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제895절은 법 집행관이 무력 사용의 결과로 발생한 어떠한 사망이든지 그 사망에 

연루된 때에는 언제든지 사인 규명 조사를 요구합니다. 
  



 

총칙(總則) 계속 (제896~899절) 

 
 제896절은 토지 이용 결정에 대한 진정 절차를 허용합니다. 

 제897절은 토지 보전을 위해 고가치 재산의 지정을 허용합니다. 

 제898절 및 899절은 카운티가 보안관의 직원 및 공공 방위 직원에 관하여 단체 

교섭을 다루는 방법을 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