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워드 카운티 내 기회에의 접근:  

형평성 문제 제기

2019년 겨울



하워드 카운티 내 기회에의 접근: 형평성 문제 제기2

하워드 카운티 지역사회 자원 및 복지부

DCRS(하워드 카운티 지역사회 자원 및 복지부)는 하워드 카운티의 복지 기관입니다. 기관은 8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CRS는 문화적으로 적합하고 능숙한 방식으로 주민의 전 생애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장애인에게 완전 통합을 권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CRS의 사명은 모든 하워드 카운티 주민들이 
존엄하게 성장하고 번창하며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워드 카운티 지역 아동 위원회

하워드 카운티 LCB(지역 아동 위원회)는 하워드 카운티의 지역 관리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는 하워드 
카운티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교육, 의료, 기본 필요 사항, 계발 프로그램 등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다양한 공립 기관 리더와 주민이 속해 있습니다.

LCB(지역 아동 위원회)는 카운티 전역, 특히 가장 취약한 지역에 공평한 서비스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018년 LCB는 하워드 카운티의 기회, 인종, 민족, 소득 수준에 관한 이야기를 질적 및 양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준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평성 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하워드 카운티의 기회 격차에 대한 
대중과 기관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LCB의 지식 및 해당 격차의 매개 변수와 결과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협력적인 
정부와 비영리 활동에 관한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데 사용되어 하워드 카운티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성공에 이르는 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평성 위원회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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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직면한다고 해서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직면하지 
않고서 해결되는 
문제는 없다.”

—James Baldwi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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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카운티 집행부의 메시지

 
하워드 카운티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양성을 갖춘 멋진 지역사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서부에서 역사적 명소인 엘리코트 시티
(Ellicott City)와 Savage Mill, 도시 계획가 James Rouse의 비전이 담긴 컬럼비아
(Columbia)시에 이르기까지, Rouse의 말을 인용하자면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는 “주민 서로를 깊이 배려하고, 자극하고 격려하며, 창의력을 발휘하고 
편협성과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비전은 하워드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풍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카운티 
주민들에게 실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현이 많은 사람, 특히 다수의 
유색인종, 장애인, 영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 취약 가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워드 카운티 전역의 일부 주민들은 생계 가능한 급여를 지급하는 일자리를 
확보하고, 꾸준히 식사를 하고, 저렴한 주택을 찾고, 재산을 쌓고, 보육 및 계발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하워드 

카운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모든 주민에게 최고의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하워드 카운티의 아동, 청소년, 가족이 직면한 불평등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고, 카운티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 ‘원인’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표는 인종 간 차별이 기관에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보여주고, 비난하는 대신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체가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활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카운티 리더에게 이러한 격차는 더 이상 낯설지 않으며 이 보고서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주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가 사람 중심의 문제에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로 주제를 전환하도록 기관 및 지역사회 간에 
정직한 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국 역사 속에서 불평등이 일어난 역할을 인정하고,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근원에 촘촘하게 얽혀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불평등은 기관 내에 존재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평등을 정확히 정의하고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기업, 사람들의 입장에서 형평성 관점을 통해 불평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형평성 관점을 통해서만 
불평등의 체계적 및 제도적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 즉,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환영받으며 두려움, 평가, 억압 없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 체계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적 차원에서 이 일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는 정치적 성향이나 신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류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함께 모여 더욱 공평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일은 하루 아침에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함께 노력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가 따뜻한 
환영을 받고, 성장과 번영에 필요한 자원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하워드 카운티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Calvin Ball 박사, 카운티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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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S(하워드 카운티 지역사회 자원 및 복지부)
와 지역 아동 위원회는 “형평성 문제 제기”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카운티에서 
처음 발표하는 이 보고서에는 하워드 카운티의 
가족과 아동에게 불평등을 초래하는 데이터, 정책, 
관행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파트너가 
투입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시작일 뿐입니다. 
보고서는 중요한 대화를 위한 촉매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창출할 

전략적 목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전히 통합된 하워드 카운티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개월 간의 연구, 데이터 수집, 용기 있는 대화를 통해 인적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보건, 복지, 법 집행, 교육, 주택, 
비영리 활동 분야를 대표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약속을 위해 모였습니다. 이들 파트너의 조직을 기꺼이 성찰하려는 의지와 헌신이 없었다면 이 보고서는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지역사회의 신뢰와 투명성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매우 소중하며 
저희는 언제든지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점 그룹에 합류하여 매우 중요하고 용기 있는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여러분의 의지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저희를 신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전례 없는 기회이자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혁신과 변화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부 간 협력이 진행 중입니다. 비영리 및 종교 단체 파트너가 참석하며 하워드 카운티 지역사회의 여론과 참여는 
강력합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혁신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함께 일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성장하고 
번창하며 존엄하게 최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하워드 카운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Jacqueline R. Scott, 국장 John Byrd, 의장 
지역사회 자원 및 복지부 지역 아동 위원회

DCRS 및 지역 아동 위원회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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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카운티에서 형평성이 중요한 이유

하워드 카운티는 가족을 꾸릴 수 있는 최고의 지역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됩니다. 하워드 카운티는 풍요로운 
지역으로, 청소년을 위한 훌륭한 학교와 프로그램, 높은 생활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워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는 미국 내 최고 수준입니다. 

이 카운티는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사회의 본거지입니다. 예를 
들어 거의 40%에 가까운 주민이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며 카운티 주민의 20%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교육 성취도는 높습니다. 25세 이상의 대다수 성인은 최소한 일정 수준의 대학 
교육을 받았으며 65% 이상은 준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이 지역사회에서 산다는 것이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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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종별 거주 인구

출처: 미국 지역사회 조사, 미국 인구조사국

그림 4. 주민 학력, 25세 이상

출처: 미국 지역사회 조사, 미국 인구조사국

그림 1. 총인구

308,447명 거주
출처: 미국 지역사회 조사, 미국 인구조사국

 
  

6.0%
6.8%

7.4%

7.0%

5.6%
67.2%

Under 5 Age 5-9 Age 10-14
Age 15-19 Age 20-24 Age 25+

그림 2. 연령별 거주 인구

출처: 미국 지역사회 조사, 미국 인구조사국

하워드 카운티 한눈에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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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panic or Latino
White
Black or African American
Asian
Two or more races

 
  

2.1% 2.6%

14.0%

14.7%

5.6%

30.0%

31.0%

Less than 9th Grade
9th to 12 Grade, no diploma
High School Graduate (includes equivalency)
Some college, no degree
Associate's degree
Bachelor's degree
Graduate or professional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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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출생지

출처: 미국 지역사회 조사, 미국 인구조사국

그림 6.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출처: 미국 지역사회 조사, 미국 인구조사국

그림 8. 가계 소득* 대비 임차 비용 백분율(%)

출처: 미국 지역사회 조사, 미국 인구조사국 
*점유 단위 임차료=28,114

그림 7. 주택 가격 중앙값

$434,700

 
  

75.9%24.1%

5.10%

7.0%

9.9%

2.1%

English Onl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Spanish
Other Indo European Language
Asian and Pacific Islander Languages
Other Languages

 
  

12.9%

14.8%

15.5%

12.4%
7.4%

37.0%

Less than 15.0 percent 15.0 to 19.9 percent

20.0 to 24.9 percent 25.0 to 29.9 percent

30.0 to 34.9 percent 35.0 percent or more

출처: 미국 지역사회 조사, 미국 인구조사국

 
  

78.2%

1.9%

19.9%

Born in United States

Born in Puerto Rico, U.S. Island areas, or born
abroad to American parent(s)
Foreign Born

 
  

78.2%

1.9%

19.9%

Born in United States

Born in Puerto Rico, U.S. Island areas, or born
abroad to American parent(s)
Foreign 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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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와 미국 전역의 여러 부유한 지역과 마찬가지로, 하워드 카운티의 번영은 현재의 사회적 불평등과 인종 
차별에 영향을 주는 많은 역사적, 제도적 요인을 잊혀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하워드 카운티는 
현재 미국에서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은 교육 시스템을 갖춘 지역이 되었습니다. 공립학교는 1960년 중반까지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판결(인종 분리 학교 폐지) 이후 거의 10년간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 하워드 
카운티에서 유색인종에게 기회와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 인종 차별적인 관행에는 특정 경계 지역 지정, 
제한적인 주택 계약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관행은 하워드 카운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최근 수십 년 동안 진정한 진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인종주의적 유산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카운티가 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전반적인 성공은 모든 청년층과 가족이 주민에게 제공되는 기회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워드 카운티를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높은 생활수준은 
일부 주민들이 감당하기에 힘든 비싼 생활비로도 나타납니다. 일부 지역사회의 청년층과 가족은 삶의 질 및 
경제적 안정성과 이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또는 기타 다른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제가 하워드 카운티의 컬럼비아로 이주한 이유 중 하나는 다양성에 대한 확고한 주장과 
강조 때문이었어요.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을 자급할 수 있었던 컬럼비아 지역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가 발전할 수록 다양성도 확대됩니다. 다양성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인종, 종교, 경제적 다양성 등을 포함한 모든 범위를 아우릅니다. 그러나 하워드 카운티가 
이러한 요소를 반드시 지원하는 카운티로 발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 담당자

해당 카운티의 기관 및 단체가 하워드 카운티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러한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기회는 공평하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부 가족은 카운티 내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자 가족 및 지역사회처럼 다른 이들은 정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불신, 언어 장벽으로 인한 정보 부족, 외국인 혐오증에 대한 두려움 등 특정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하워드 카운티 주민들이 부딪히는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취약 계층의 청소년과 그들 가족이 겪는 어려움이나 불평등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발전하고 성공하는 데 있어 제한된 기회는 인종, 민족 
및/또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출발점으로 이러한 지표를 이 보고서의 초점으로 선택했습니다. 인종, 민족, 사회경제적 지위를 
살펴보는 것이 다른 불평등 징후(예: 장애인과 LGBTQ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가 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보고서의 주제를 벗어날 뿐입니다. 수집된 정보는 카운티의 불평등과 격차를 
파악하고, 하워드 카운티 아동 및 청소년의 번영과 발전을 제한하는 기회 격차를 강조하며, 우리가 추구하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일련의 다음 단계를 장려합니다. 카운티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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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이해 및 형평성을 위한 노력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역사적 및 동시대의 차별, 구조적/제도적 인종차별, 사회 정의의 부재와 같은 요소들은 
유색인종, 해외 출생자, 장애인, 저소득층, LGBTQ 지역사회 회원 및 기타 그룹에 지속적인 불평등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형평성은 개인 또는 가족의 배경과 경험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위원회는 하워드 
카운티에서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쏟는 모든 노력이 어떤 것인지 가정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신중한 분석을 
통한 결과만 신뢰하며 지역사회 참여는 카운티로서 앞서 있는 사업에 대한 공동의 합의를 이끌 것입니다. 

평등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 청소년의 인구 구성에서 함께 참여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 
보고서의 초안 작성까지 이르는 조사 및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하워드 카운티는 매일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재능 있는 청년들의 본거지임을 확신합니다. 공평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일은 청소년과 그 
가족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중점으로 둡니다. 즉, 하워드 카운티 지역 아동 
위원회의 경우 카운티의 모든 청년들이 학교, 직장 및 개인의 삶에서 성공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종/민족, 사회경제적 지위, 출생지/거주지에 상관없이 하워드 카운티의 모든 주민이 사회 및 경제 활동에 
완전히 참여하고, 카운티의 자원과 서비스에 접근하여 혜택을 받으며,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기회가 주어질 때 
평등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는 방법과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주민 의견

“언어와 학습 수준의 차이에 적응하도록 학업을 구별하지 않으려는 시스템으로 인해 어린이 
교육이 실패하고 있어요. 우리는 ‘형평성’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전체적인 활동 
면에서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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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인종/민족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워드 카운티의 주민들이 기회에 접근하는 방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책입안자와 대중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이 보고서의 첫 번째 섹션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사회 참여 노력에 따른 
결과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참여 노력에는 카운티 전역 지역사회에서의 활발한 대화 및 활동이 포함되었으며, 
카운티 내의 기회 및 서비스 접근에 관한 청년 및 가족의 통찰력과 이들이 직면한 문제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강조된 주민 의견은 카운티 거주 경험에 관한 일련의 고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한 대화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보고서의 두 번째 섹션에는 카운티의 다양한 보건, 복지, 교육, 사회경제적 수단에 관한 최적의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이 섹션은 지역 아동 위원회가 우선권을 지정한 청소년 및 가족이 원하는 결과에 부합하는 4개의 하위 
섹션으로 구분되며, 더욱 공정한 하워드 카운티에 대한 비전을 반영합니다. 섹션에 포함된 내용:

가족 - 기회에의 접근

청소년 - 학교에서의 성공

청소년 - 건강한 선택

청소년 - 삶에서의 성공

또한 이러한 결과에 대한 주요 측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인종/민족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파악합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워드 카운티의 청소년과 가족이 얼마다 다른 배경과 환경에 처해 있는지 상세히(단, 
포괄적이지 않게) 설명하고, 서로 다른 지역사회를 구분하는 기회 격차도 강조하여 보여줍니다. 

결과 영역 및 지표 선택 방법
이 보고서에서는 하워드 카운티의 어린이 및 청소년 불평등을 설명하고 하워드 카운티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입증하기 위해 질적 데이터와 양적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거의 1년간 LCB의 자원봉사 
위원회가 매월 소집되었고, 하워드 카운티의 인종 및 경제적 형평성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정보 출처의 양적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구성원들은 청소년 보건 및 복지와 관련된 수많은 지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위원회는 하워드 카운티의 형평성 수준에 관한 데이터 기반 토론을 진행하고 위원회의 분석 결과를 
설명하는 예비 보고서를 개발하기 위해 협업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했습니다. 

팀은 전략 계획 과정 중에 검토한 포괄적인 데이터 집합으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 집합에는 아동 복지에 대한 
요람에서 직업까지(Cradle to Career) 원칙에 따라 9개의 결과 영역에 걸쳐 18개의 측정이 포함되었습니다. 각 
측정은 데이터의 품질 및 가용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스토리로 추가 정의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이 데이터 집합과 
지원 정보를 사용하여 네 가지 결과 영역 및 동반 측정 지표를 선택했고, 이를 종합하여 하워드 카운티의 일부 
아동 및 가족에게 자원과 프로그램 및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정도를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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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의견

“변화해야 할 것은 서로 다른 형태의 학생 및 가족을 보는 방식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현재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의 르네상스가 필요한 시점이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담당자

카운티 전역에 걸쳐 형평성에 중점을 두는 것은 정부 기관 및 카운티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 
조직, 기업, 종교 단체, 개인 주민들 사이에서 지역사회의 일부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또한 기회에 더욱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정부 기반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 및 문화적으로 지속하는 방식으로 후속 노력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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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을 제고하는  
노력의 핵심은 참여입니다.  
지역사회 대화의 결과:

지역 아동 위원회는 형평성에 중점을 둔 활동에 지역사회가 관여하는 것이 하워드 카운티 주민들이 서비스 
및 기회에 접근할 때 직면하는 여러 어려움을 더욱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지역사회 참여는 단일 상호작용의 효과를 훨씬 넘어섭니다. 대신, 참여의 모든 단계에서 주민들과의 
일관되고 진정한 양방향 의사소통으로 정의됩니다.

지역 아동 위원회는 이 가치를 염두에 두고 주민 및 LCB 직원 간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 및 참여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Rodia Research, Inc.에 관여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러한 대화에서 나눈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합니다. 
결과는 하워드 카운티에서의 장애물과 과제, 불평등과 불공정, 형평성 제고 아이디어 등 지역사회 대화 중에 
도출된 형평성 및 기회 접근과 관련된 주요 주제별로 구성됩니다. 

2018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카운티 전체에서 16회 이상의 지역사회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학부모 및 청소년 
그룹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Clarksville, Columbia, Elkridge, Ellicott City, Fulton, Hanover, Jessup, Laurel, 
Marriotsville, Savage, Skyesville, Woodbine)에서 학생 및 가족과 함께 직접적으로 일하는 담당자들과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역사회 대화 참가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A를 참조하십시오.

	 	 	 주민 의견

“저는 하워드 카운티에서 많은 불평등 사례를 보았어요. 하지만 하워드 카운티 측에서는 
불평등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는 데 악명이 높죠.” - 담당자

그룹 토론의 목적은 모든 청소년이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하워드 카운티는 많은 특성과 자원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이를 모든 주민이 접근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화는 이 보고서의 후반부에 논의되는 양적 결과에 이해를 더해 주며, 유색인종과 저소득층 주민이 
하워드 카운티에서 불평등이나 기회 격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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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카운티 주민의 장애물과 과제
대화 과정에서 하워드 카운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주민 자신에게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은 많은 어린이와 가족이 힘겹게 생활하거나 자원에 대한 동일한 접근 권한이 없는 현실에서 
카운티의 이미지를 부유함, 풍부한 자원, 다양성과 연관시키는 것에 좌절감이 더욱 가중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민들이 위와 같은 우려를 표명할 때 경청하지 않고 단절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담당자는 일부 학생 및 가족이 엄청나게 부유한 것으로 여겨지는 카운티의 특정 지역이나 학교에 속해 
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특히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눈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기회와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여러 장애물과 과제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은 부유한 지역, 즉 값비싼 카운티에 거주하는 재정적 어려움부터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재정적 장애물
많은 청소년과 가족들에게는 여러 재정적 제약이 있으며 이를 염려합니다. 청소년 및 가족과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부모는 합리적인 비용의 주택과 관련된 재정적 제한(높은 임차료)에 대해 논의했으며 주택 대기자 
명단은 여러 해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하워드 카운티가 부유층을 위한 지역이며, 매우 가난하거나 
극도로 어려운 재정 상황에 처한 경우 외에는 구호/지원이 없다고 인식했습니다. 하워드 카운티로 이사를 올 때 
이곳이 비싼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수한 학군이 있는 좋은 카운티라는 이점이 비용보다 
중요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좋은 학교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워드 카운티로 이사했지만 
이곳에 사는 것이 재정적인 면에서는 진전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부모들은 높은 대학 비용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생자와 미등록 거주자의 재정적 어려움은 다른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자원에 접근할 수 없는 
막대한 장애물로 인해 더욱 악화됩니다(즉, 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거나 언어 장벽이 있는 경우 및 문화적으로 더욱 
익숙한 제공자가 필요한 경우 접근할 수 없음). 많은 해외 출생자와 미등록 거주자가 직면하는 또 다른 문제는 
불공정 임금, 불안감, 착취적인 관행에 대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민 의견

“일부 가정은 자녀의 정서적 및 교육적 수요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힘겹게 노력하고 있어요.”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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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적인 대중교통은 하워드 카운티의 많은 주민들이 진정으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이 제한적이고 버스 
서비스가 드물게 운행되기 때문에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은 카운티에서 번창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들은 비싼 
택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존의 대중교통 프로그램을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사람들과 같은 특수 인구 집단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한된 교통 
수단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방과 후에 머물러 숙제를 하거나, 지원 및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 및 프로그램과 같은 
다른 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민 의견

“몇몇 학교는 방과 후 버스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모든 학교에서 제공되지는 않아요. 일부 
학부모는 방과 후에 자녀를 데리러 갈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집으로 가는 교통수단이 없는 
학생은 방과 후 머물 수 없는 학교에서 교사의 도움을 추가로 받아 버스를 타야만 해요.”  
- 담당자 

대화를 나눈 많은 사람들에게 기술은 장애물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등록을 위한 기술 요구 사항도 집에 컴퓨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했습니다. 기술과 컴퓨터에 대한 접근 또는 가정에서의 인터넷에 연결 역시 대화 중 많은 
가정에서 어려움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더욱 부유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그 가족에게는 접근이 어려운 
점을 말하기가 특히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면 학교 과제를 하거나 
하워드 카운티 자료에 액세스하는 것과 같은 기대치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 제한된 접근
청소년과 학부모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주제 중 하나는 청소년을 위한 무료 방과 후/여름/지역사회 프로그램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자주 언급된 문제는 자녀가 비용, 이용 가능성, 교통, 위치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추가 
커리큘럼 활동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룹에서 비용이 저렴하거나 무료인 방과 후 프로그램 및 추가 
커리큘럼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등록은 시작 후 몇 분 안에 프로그램 등록이 마감되기 
때문에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공 및 민간 제공자가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데 오랜 대기 시간과 등록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모와 담당자가 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 업무 중 자리를 비우거나 업무를 놓치는 경우가 잦을 수 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저렴한 가격의 
방과 전후 보육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주민 의견

“하워드 카운티에서는 특히 프로그램에 관한 비용이 정말 비싸요. 모든 프로그램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벌어야 하죠. “ -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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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카운티의 불평등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
주민과의 대화에 따르면 하워드 카운티의 인구가 더 부유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과 가족의 실상이 
카운티의 주요 관찰 범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와 가족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과 담당자는 이 사안이 불공평하다고 느낀 시점에 대해 토론했으며 문화적 역량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히스패닉/라틴계 또는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어린이나 다른 이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 담당자는 이용 가능한 일부 조직이 품질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을 지적했고, 
참여자는 보복이나 서비스 거부가 두려워 요구 사항이나 느낀 바를 말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사항은 
특히 해외 출생 주민에게 해당됩니다. 부모의 관점에서 보면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공무원은 여러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을 제한하는 정식 정책이나 요구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종종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데 
방해가 됩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학교에 오기 위해 직장에 
휴가를 내야 하지만 통역사/담당자 수가 한정되어 있어 부모가 자녀를 옹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주민에게는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식별 요구 사항부터가 또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하워드 카운티가 부유하고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러한 자원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일부 학교에 교과서가 충분하지 않음을 언급했고 학부모는 
추가 커리큘럼 프로그램 부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학부모는 분명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하워드 카운티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비용이 많이 들어 부유한 가족만이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프로그램이 카운티 
전역에 공평하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종종 프로그램을 위해 카운티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인종/민족에 관계없이 대화를 나눴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교내에서 특정 아이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정학을 
받았고, 그 이유가 인종이나 출생지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은 사소한 문제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청소년은 교사가 다른 도시 출신의 학생이나 덜 부유한 지역사회의 학생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여러 번 정학 처분을 받고“문제아”라고 낙인이 찍히면 사소한 일에도 더 쉽게 정학을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학부모와 담당자는 불공평한 체벌 관행도 우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민 의견

“학교 기반 지도자이자 유색인종 자녀의 어머니인 저는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제 아이가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유색인종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관해 
흥미로웠던 점은 백인 선생님들은 문화적 숙달과 사회 정의에 관해 직접 알려주지 않는다고 
제가 걱정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문화적 숙달을 위임해야 해요.” -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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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카운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주민 아이디어
하워드 카운티 주민들은 기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장애물과 과제를 극복하고 형평성을 더욱 제고하여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카운티에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와 
지원이 그들의 삶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합리적인 지원 프로그램 및 자료 - 저렴한 가격의 튜터링은 부모님과 담당자가 확인한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보육 지원 프로그램이 적합하며, 연장된 시간과 여름 보육 프로그램 옵션이 포함된 방과 
전후 보육은 맞벌이 부모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육 서비스는 학교 폐쇄 기간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학부모는 프로그램에서 등록을 지원(등록 탐색기)하는 카운티 프로그램(Recs & Parks)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특히 가정에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가족에게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디어 센터나 
Wi-Fi(제한된 도서관 시간은 제외)와 같은 학교 자원에 대한 지역사회 액세스는 그룹 논의에서 나온 또 다른 
아이디어였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학부모 아카데미 또는 일종의 부모/지역사회 회의는 가족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아동 복지 및 성취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민 의견

“모든 학교 또는 학교에서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접근이 매우 쉽고 재정적으로 저렴한 아동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래야 가족이 자녀를 데려갈 수 있으니까요. 하워드 카운티의 모든 
프로그램에 작성할 양식은 쉬워야 해요. 한 프로그램에 다수의 양식이 있으면 가족이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언어로 여러 번 작성해야 합니다. 워싱턴 D.C., 뉴욕, 버지니아에 
있는 과제 클럽이나 걸/보이 클럽 등이 더 많아져야 해요. 학생들은 여기에서 과제를 끝내고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들과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적절한 상담 서비스를 보유해야 해요.”  
 - 담당자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지역사회를 위해 더 많은 포용 및 지원 - 주민들은 자신들이 종종 도움을 받는 것처럼 
미등록 주민에게도 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찾아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게 된다면 해외 출생자의 사기 행위도 줄어들 것입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문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카운티에 사는 모든 사람이 모든 기관에 동등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양식 번역. 가정의 학부모에게 보내는 정보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대중교통 개선 - 청소년과 가족이 기존 자원 및 위 섹션에서 언급한 자원에 접근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대중교통 또는 대체 교통 솔루션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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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하워드 카운티 정부  
 
하워드 카운티 정부는 일련의 지역사회 대화와 교육 행사를 통해 다양성과 포용성에 관한 
카운티의 공유 목표를 강화하는 지역사회 대화를 활성화했습니다. 대화의 목표는 최근, 특히 
소셜미디어에 등장하는 인종차별, 적대 행동, 편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카운티 주민의 
공동 가치를 진전시키는 것입니다. 
 
하워드 카운티는 수십 개의 행사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 종료 단체와 협력하여 토론을 
활성화함으로써 더욱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장려하기 위해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권장하며, 강력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 2016년 12월부터 하워드 카운티 도서관 시스템(Hawaiard County Library System)과 컬럼비아 
협회(Columbia Association)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가 많은 지역사회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지역사회 대화는 숙련된 사회자가 이끌고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을 모으는 열린 대화입니다. 
 
2. 하워드 카운티는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HCPSS)과 파트너십을 맺고 다양한 학교에서 
지역사회 구축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이러한 촉진된 경험은 관계와 신뢰를 구축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화에 참여시키며, 상호 이해와 공감을 통해 학교 전체의 공동체 의식과 포용성을 
함양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3. 또한 YouthSpeak는 HCPSS와 협력하여 Youth in Conversation이라는 새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거의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앞장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4. 하워드 카운티는 하워드 커뮤니티 컬리지와 파트너십을 맺어 인종, 포용, 암묵적 편견과 같은 
주제에 대해 학생과 교직원을 참여시키는 일련의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USpeak 대화 시리즈는 
HTP의 다양성 위원회 및 다양한 학생 그룹과 협력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논쟁이 되는 주제로 
토론하고, 장벽을 허물도록 함께 노력하며 캠퍼스에서 더욱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5. 하워드 카운티 도서관 시스템은 Human Library 및 The Longest Table과 같은 교육 행사를 
후원합니다. 두 행사는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그룹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고정관념과 편견에 도전함으로써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을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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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청소년 및 가족의  
불평등 조사 결과

 
이 섹션에 제공된 데이터와 측정은 지역 아동 위원회가 형평성과 광범위한 활동에 중점을 둔 노력을 통해 
우선순위로 확인한 소기의 결과와 일치합니다. 아래에 나온 이 결과는 하워드 카운티 내 청소년 및 가족의 성공을 
향한 비전을 반영합니다. 

가족 - 기회에의 접근

청소년 - 학교에서의 성공

청소년 - 건강한 선택

청소년 - 삶에서의 성공

수많은 중요 측정 수치에 따르면 데이터는 하워드 카운티의 유색인종, 특히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라틴계 청소년이 백인인 또래 친구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할 확률이 높고, 고급 과정 활동 및 중등 과정 후 교육 
등의 기회를 통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적은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상대 비율 지수에 나와 있듯이 
하워드 카운티의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청소년은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백인 청소년보다 5.75
배 이상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히스패닉/라틴계 청소년 역시 빈곤한 가정의 백인 청소년보다 3.24배 더 많습니다. 
이들은 자살 충동을 가질 확률이 더 높으며 대학 교육을 지속할 확률이 낮습니다.

그림 9: 상대 속도 지수, 청소년 성과 지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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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기회에의 접근
하워드 카운티는 수준 높은 교육 기관,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을 하워드 카운티로 이끄는 서비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많은 가족이 성취하고 유지하기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가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생활비가 높고 증가하는 지역사회에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기회가 많은 하워드 카운티처럼 풍요로운 지역사회에서는 접근을 확보하고 유지하려는 많은 가정의 
분투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가족이 하워드 카운티에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5가지 주요 지표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이러한 요소는 출생 시 시작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족이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에 계속해서 맞서게 됩니다. 5가지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산모의 출산 

저체중아 

WIC 참여율

가계 소득과 저렴한 주택

기아와 음식에 대한 접근

청소년 산모의 출산 및 저체중아
10대의 청소년 산모가 출산한 아이는 20대 이상의 산모가 낳은 아이와 비교하여 저체중으로 이른 시기에 태어나고 
조기에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청소년 산모가 낳은 아이는 취학 연령이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학업 및 행동 결과가 열등합니다. 청소년 부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빈곤의 
가능성을 높이며 또래 친구보다 가족의 경제적 안정이 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대 청소년의 출산 
비율은 현저하게 감소했지만 발달적 의무와 경제적 의무는 청소년 부모와 해당 자녀들이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연된 출산과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청소년 출산율은 주 및 미국 전역에서 모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청소년 1,000명 중 6명). 그러나 
15~19 세 청소년 중 히스패닉/라틴계의 출산율은 이 카운티의 10대 청소년보다 여전히 4배 이상 높습니다.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소년의 출산율은 2010년 이후 급격히 감소했지만 백인 10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3배 이상 
높습니다.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는 10대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와 비슷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저체중아는 합병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려면 더욱 집중적인 보살핌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체중으로 
태어난 자녀는 학령기에 모든 분야에서 학교 성적이 저조하거나 보건, 교육 및 사회 복지 시스템에서 비싼 비용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에서 태어난 아이의 약 8%가 저체중아입니다. 이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고 저체중아 
출생을 줄이기 위한 주정부의 공중 보건 목표를 충족하지만, 이 통계의 기저에는 주목할 만한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저체중아는 아시아계 및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신생아에게 지속적으로 높게 발생합니다. 전체 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동안 아시아의 저체중아 출생률은 2015년에 전체 비율의 두 배 이상 급격하게 늘었고, 카운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산 및 저체중 출생률이 가장 높은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출생자는 하워드 카운티의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산모의 전체 출산률 10%~14% 사이에서 변동되는 주 타겟을 
전혀 충족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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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 참여율
여성, 유아, 어린이를 위한 연방 특별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WIC)은 저소득층 가정의 영양 및 건강 상태를 
개선하도록 40년 간 효과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비용 효과적인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의 영양 및 건강 
상태를 향상시킵니다. WIC에 참여하면 건강한 아이, 영양이 풍부한 가족 다이어트, 더 나은 건강 관리, 어머니와 
어린 자녀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교 성적 향상에 기여합니다. 

WIC 참여는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는 아동 수를 나타내는 선행 지표입니다. 전반적으로 WIC 참여율은 전국 및 
카운티 차원에서 안정되어 있습니다. 하워드 카운티에서는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라틴계 가족 중 
전체 인구 대비 WIC 수혜자의 비율이 불균형합니다.

가계 소득과 저렴한 주택
하워드 카운티는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카운티 내 5% 미만의 가족이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습니다. 
카운티의 5가구 중 거의 1가구가 빈곤선 위에 살고 있지만 소위 ALICE 가구인데 자산으로 제한되어 있고 소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된 경우에도 소득이 제한됩니다. 이 가족들은 카운티에 살기 위해 소득을 늘려야 하며 
카운티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ALICE 임계값에서 살기 위해서는 4인 가족이 연간 75,000달러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이 
카운티의 높은 생활비로 인해 4분의 1 이상의 거주자가 소득의 30% 이상을 지불했으며, 고용 유지에 필수적인 
식비 및 교통비와 같은 기타 경비를 타이트하게 관리합니다. 카운티의 여러 곳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임차인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택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작년에 저는 퇴거 통보를 받았고 저와 4명의 아이들은. 이 곳으로 이사했어요. 섹션 8 
바우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보증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을 얻을 방법이 없었어요. 
콜롬비아 및 하워드 카운티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자원이 부족합니다.” 
- 학부모

그림 10. 하워드 카운티 WIC 참여율, 인종별(총 참여자 수)

출처: 메릴랜드 WIC

인종/민족 2014 2015 2016 2017 2018

히스패닉/라틴계 1,296  1,344  1,398  1,379  1,329 
아시아계  524  504  506  484  497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1,475  1,411  1,491  1,549  1,552 
백인  1,761  1,800  1,816  1,754  1,680 
다민족  151  184  165  151  140 
모두  3,947  3,938  4,014  3,967  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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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는 인종별 비율(2017)

출처: 미국 지역사회 조사, 미국 인구조사국

그림 12. ALICE 임계값 이하로 거주하는 가족 비율(2014)

출처: UNITED WAY OF CENTRAL MARYLAND

그림 13. 하워드 카운티의 가구 생계 예산(성인 2명, 유아 1명, 미취학 아동 1명)

출처: UNITED WAY OF CENTRAL MARY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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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하워드 카운티 자치주 주택 부담(소유자)

출처: UNITED WAY OF CENTRAL MARYLAND

그림 15: 하워드 카운티 자치주 주택 부담(세입자)

출처: UNITED WAY OF CENTRAL MARY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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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와 음식에 대한 접근
전 세계적으로 기아와 음식에 대한 접근은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매년 미국인 7명 중 1명이 굶주립니다. 
아이들의 기아 비율은 훨씬 높습니다. 1년 중 어느 시점에 5명 중 1명은 식량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이 부족합니다. 

특정 지역사회에서 기아와 식량 불안의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식량 불안 위험의 한 가지 
지표는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는 취학 연령 아동의 수입니다. 하워드 카운티에서는 2014년 이후 초, 중, 
고등학생이 무료 급식(FARMS)을 받게 되면서 그 수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FARMS 참여가 자가 보고되기 때문에 
HCPSS 학생의 식량 불안은 데이터가 제시하는 것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카운티에서 FARMS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가 낮고 징계 비율이 높으며 AP 및 영재 학급의 참여 비율이 낮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카운티 내에서 제공되는 기회에 완전히 접근하려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 16. FARMS 수혜 학생 비율 

출처: 메릴랜드 주 교육부(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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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 학교에서의 성공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은 청소년의 삶과 미래에 대한 전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은 메릴랜드에서 가장 강력한 학교 시스템 중 하나로 인정받았으며 주 평가에서 학생 성취도에 따른 주정부 
최고의 교육구 중 하나입니다.

전국의 학업 성취도가 낮거나 높은 교육구와 마찬가지로 HCPSS의 교육 격차는 인종 및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히스패닉/라틴계 학생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은 또래 
친구와 비교하여 학업 성적 측정 시 점수가 낮고, 학교에 자주 결석하며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선이수 또는 과목 속성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또한 이러한 요소는 교육 프로그래밍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 교육이 
포함됩니다.

유치원 취학 준비 

잦은 결석

AP 과정 등록

교내 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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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형평성 학습 및 주도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는 개념적 및 실제적으로 형평성과 관련된 교육구의 가치를 정의하기 
위해 전략적 행동 계획(형평성 학습 및 주도)을 발표했습니다. 행동 계획은 다양성을 포용하고, 
더 큰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 지식, 자신감을 가진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교육구의 형평성 비전을 분명히 합니다. 
 
형평성 학습 및 주도는 학생 중심의 실천, 포용적인 관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춰 수행됩니다. 학생, 가족 및 모든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가치: 모든 HCPSS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보상을 받고 학습 커뮤니티를 육성하는 
데 행복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HCPSS는 모든 어린이가 인정받는 학교 문화를 수립하고 학생은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커뮤니티 구축 경험은 학년도 내내 학급 일과에 
포함됩니다. HCPSS는 학부모, 보호자,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교육의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연계: 학생과 교직원은 다양성을 수용하는 안전하고 성장을 도우며 포용적인 문화로 번창합니다. 
HCPSS는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 발달을 지원하고 회복적 관행을 통해 건전한 학교 관계를 
구축합니다. 커리큘럼과 직원 채용을 통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반영합니다. 
 
달성: 개별화된 초점은 성공을 위한 지표 도달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원합니다. 학생들에게는 
개인적인 요구를 충족하고, 교육 계획을 지도하는 평가를 사용하여 적성에 맞는 직장을 준비하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원의 경우 전문적인 학습 기회에 접근하여 맡은 
역할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권한 부여: 학교, 가족 및 지역사회는 학생들의 성취와 모범적이고 공평한 졸업률 및 대학 학점이나 
업계 인증 기회를 통해 상호 투자합니다. 유치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은 바로 학습할 수 있으며 
특수 교육 서비스는 카운티 전역에서 일관되게 진행됩니다. 교육자와 지역사회 구성원은 따돌림을 
근절하고 모든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하워드 카운티 내 기회에의 접근: 형평성 문제 제기 25

 
  

42%

61%

27%

21%

34%

57%

37%

63%

36%

23%

39%

55%

0% 10% 20% 30% 40% 50% 60% 70%

Prekindergarten

Non-public

Home/Informal

Head Start

Family Child Care

Child Care Center

Math Literacy

유치원 취학 준비 
전반적으로, 유색인종 및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은 종종 유치원에 입학한 후 또래 친구보다 성공할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지속되거나 증가합니다. 즉, 학생이 유치원에 
입학할 때 뒤에 있던 동료 친구들을 따라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워드 카운티에서는 학생의 인종/민족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치원 준비 상황을 예측합니다. 유치원 취학 
준비 평가의 4가지 측면 모두에서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히스패닉/라틴계 학생들은 준비 상태가 입증되지 
않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카운티의 대다수 백인 학생들은 4가지 측면 모두에서 준비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림 17. 사전 관리 유형별 유치원 취학 준비(2017) - 수학 및 문학  

출처: 메릴랜드 주 교육부(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그림 18. 인종별 유치원 취학 준비(2017) - 수학 및 문학

출처: 메릴랜드 주 교육부(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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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과정 등록
선이수 또는 과목 속성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공하고 대학에 진학하기 쉽습니다. 유색인종 및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은 백인 및 부유한 또래 친구보다 선이수 또는 과목 속성 과정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주민 의견

“AP 수업과 GT 수업을 듣는 것은 제 목표인 4년제 대학 입학에 더욱 가까워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청소년

하워드 카운티 고등학교에서는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히스패닉/라틴계 학생의 AP 과정 참여율이 백인 및 
아시아계 학생들의 참여율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과 백인 학생의 참여율은 25%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AP 과정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비율은 고소득 가정의 학생보다 27% 낮습니다.

그림 19. 인종별* 고등학교 AP 과정 등록

출처: MARYLAND REPORT CARD 
*AP 과정에 등록한 인종별 졸업생 하위 그룹 백분율 예:  
2017년에 702명의 아시아계 학생이 졸업함 702명의 학생 중 621명(88.5%)이 AP에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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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정학
불평등한 배타적 징계 결과는 전국의 학교와 교육구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자 
청소년은 동급생보다 더 높은 비율로 정학/퇴학 처분을 받습니다. 이는 이 그룹에 속한 학생들이 또래 친구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또는 더 심각하게)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청소년과 장애가 있는 청소년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입니다. 배타적 징계를 받은 학생은 중퇴하거나 사법 제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에서는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이 전체 학생의 23.6%를 차지하지만, 지역구에서 
제출한 정학 및 퇴학의 62.3%를 통보받습니다. 학생 수의 37.3%에 해당하는 백인 학생의 경우 모든 정학 및 퇴학의 
17.1%를 차지합니다.

그림 20. 인종별 총 정학/퇴학 비율(2016-17)

출처: 메릴랜드 주 교육부(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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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카운티 Title I 학교의 잦은 결석 비율 및 반영 학교(2017)

출처: MARYLAND REPORT CARD

잦은 결석
학생이 학년도 중 10% 이상(한 달에 2일 또는 1년에 20일에 해당) 결석하는 경우 잦은 결석으로 간주됩니다. 잦은 
결석으로 인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졸업률이 낮아지며 인종/민족적, 사회경제적 격차가 전국적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과 장애가 있는 학생은 결석을 자주 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하워드 카운티는 
잦은 결석 비율이 낮으며 진행 중인 HCPSS 프로그램 및 지원은 해당 비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 잦은 결석  
학생 수

잦은 결석  
학생 비울(%)

초등학교

Bollman Bridge ES — <5%

Bryant Woods ES 34 10.7%

Cradlerock ES 41 10.9%

Deep Run ES 49 8%

Guilford ES — <5%

Laurel Woods ES 25 5.4%

Longfellow ES 26 7.2%

Phelps Luck ES — <5%

Running Brook ES 32 8.1%

Stevens Forest ES 23 6.7% 

Swansfield ES 53 10.5%

Talbott Springs ES — <5%
중학교

Harpers Choice MS 60 10.5%

Lake Elkhorn MS 67 12.9%

Mayfield Woods MS 42 6.1%

Oakland Mills MS 23 5.1%

Patuxent Valley MS 34 5.4%

Thomas Viaduct MS 36 5.7%

Wilde Lake MS 66 11.8%

고등학교

Hammond HS 142 11.1%

Long Reach HS 144 9.3%

Oakland Mills HS 177 15.5%

Wilde Lake HS 139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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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 건강한 선택
건강한 선택을 하는 능력은 강력한 정서적 건강의 지표입니다. 전국적으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우울증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5명 중 1명은 우울 증세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HCPSS와 
같이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교육구에서 사회적 및 학문적 압력이 증가하면 10대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성장과 발달, 학업 성취도와 참여도, 가족 및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민 의견

“가끔 우울함을 느껴요. 이유는 모르지만 제가 아버지 주변에 있을 때마다 아버지와 문제가 
생기곤 했어요...다른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편히 있을 수 있지만 제게는 그 사람일 뿐이에요. 
지금 저는 마치 갇혀 있는 사람 같아요. 어느 누구와도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 
혼자만 간직하고 싶어요.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다른 누군가에게 꺼낼 수 있거든요. 이 일을 
통해 교훈을 얻었어요." - 청소년

자가 보고 정서적 건강
하워드 카운티에서는 4명의 고등학생 중 1명 이상이 연중 최소 2주 동안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꼈다고 자가 
보고했습니다. 자가 보고된 우울증의 비율은 주와 카운티의 모든 청소년에게 있어 증가 추세이지만 히스패닉/
라틴계 및 다민족 청소년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3명 중 2명 이상이 슬픔이나 절망에서 연장된 감정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청소년들도 자살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가집니다. 많은 청소년들 사이에 자가 보고 자살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히스패닉/라틴계 및 다민족 고등학생의 약 20%는 자살 충동을 보고했습니다. 하워드 
카운티에는 기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서비스와 지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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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자살을 계획한 적 있는 인종별 중학생 비율(2016)

출처: YOUTH RISK BEHAVIOR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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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자살을 시도한 적 있는 인종별 중학생 비율(2016)

출처: YOUTH RISK BEHAVIOR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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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슬픔이나 절망*을 느끼는 인종별 고등학생 비율

출처: YOUTH RISK BEHAVIOR SURVEY 
*거의 매일 2주 이상 연속적으로 느꼈으며 설문조사 전 12개월 동안 일상적인 활동을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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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 삶에서의 성공
하워드 카운티의 모든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면 성공해야 할 경험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교육 성취는 노동력, 생계 유지, 경제적 안정성과 이동성을 달성하는 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시에 청소년이 및 형사 사법 제도에 연루되면 인생에서 성공할 기회가 줄어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이 섹션에서는 청소년들의 미래 성공을 예측하고 하워드 카운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세 가지 방법에 중점을 
둡니다.

고등학교 졸업

중등 과정 후 교육 지속

청소년 입건율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청소년이 나중에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경로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또는 이와 동등한 것)은 직업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더 많은 교육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자격증이기도 하므로 경제적 안정성과 이동성을 달성할 수 있는 큰 기회입니다.

전반적으로 하워드 카운티의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졸업률은 2017년에 전국 평균인 84%를 상회하는 
92%에 달합니다. 그러나 인종/민족적,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백인 및 아시아계 학생들의 약 
95% 이상이 HCPSS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히스패닉/라틴계 학생의 졸업률은 각각 
90%와 76%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도 또래 친구보다 낮은 비율(80%)로 졸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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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자살을 계획한 적 있는 고등학생 비율 

출처: YOUTH RISK BEHAVIOR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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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ARYLAND REPORT CARD 
*2017년 아시아계 및 백인 학생의 졸업률은 95%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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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LEP 상태 및 FARMS 자격별 고등학교 졸업률

출처: MARYLAND REPORT CARD

그림 26. 인종별 고등학교 졸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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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입건율
전국적으로, 청소년 사법 제도는 유색인종 청소년의 불공평한 영향에 대해 일상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사회에서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라틴계 청소년은 백인인 또래 친구보다 체포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워드 카운티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입건율이 
전체 청소년 수 대비 불균형한 비율로 체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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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인종별 청소년 입건 횟수 

출처: 하워드 카운티 보건정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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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스포트라이트: 하워드 카운티 경찰서 
청소년 범죄자 프로그램 및 예방 전략 
 
청소년이 저지른 형사 범죄는 법 집행에 대한 도전이지만 개입과 회복적 정의를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워드 
카운티 경찰서는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전환 프로그램에 큰 중점을 둡니다. HCPD는 희생자 및 지역사회 전체와의 
화해를 통해 범죄자들을 재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환/초범 프로그램 HCPD의 목표 중 하나는 카운티의 청소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HPCD는 경미한 최초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워드 카운티 주민인 청소년들의 요구 사항을 
해결해주는 전환/초범 프로그램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환 프로그램에서 제재는 종종 다양하며 여러 가지 목적을 제공합니다. 청소년이 법적인 결과를 이해하고, 
개인적인 책임을 경험하며, 자신의 범죄로 인해 야기된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범에 대한 제재에는 에세이, 사과 서신, 약물 및 알코올 평가, 정보 워크숍 및 배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우, 청소년과 해당 가족을 위한 개입 계획이 수립됩니다.  
 
청소년 법정 HCPD의 전환 프로그램에 새로 추가된 항목 중 하나는 청소년 법정입니다. 청소년 법정에서는 
청소년 배심원 단원이 청소년 초범과 관련된 사례를 듣게 됩니다. 청소년 법정을 통해 이러한 범죄자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경범죄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0대 자원봉사자는 절도, 무질서한 행동, 재산 파괴, 
알코올 소지 및 기타 비폭력 범죄와 같은 사례를 듣게 됩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분에는 지역사회 봉사, 교육 
프로그램, 에세이 및 사과 서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관할 지역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성공한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하워드 카운티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기대됩니다. 
 
P.L.E.D.G.E. 리더십 아카데미: P.L.E.D.G.E는 하워드 카운티의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1주간의 리더십 캠프입니다. 교사와 학교 행정 관리자가 추천한 학생들은 폭력 및 약물 내성, 예의 교육, 또래 
집단 압력에 대처하기. 훌륭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위한 중요 도구를 학습합니다.  
 
청소년 자문 협의회(YAC): YAC는 지역 법 집행 기관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관심을 끄는 환경을 
청소년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8~12 학년의 모든 그룹 구성원은 매달 모여 청소년 문제에 관해 
경찰서장에게 조언하고 지역사회, 학교 또는 종교 장소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동인이 됩니다. 
 
지역사회 운동 프로그램(CAP): AP 프로그램의 직원들은 스포츠 장비, 게임 및 비디오 게임 장비를 사용하여 
젊은이들이 위험에 처한 다양한 지역으로 여행합니다. CAP의 예방/중재 모델은 아직 교통 수단을 갖추지 않은 
중학교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통적인 여름 캠프 및 탁아소에는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청소년-경찰 대화: 진행되는 대화에서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은 HCPD 경찰관과 만나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부서가 추진하는 안전하고 열린 대화를 나눕니다. 
 
청소년 경찰 아카데미(YPA): YPA는 청소년이 직업과 리더십 기회, 생활 기술, 인격 형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매년 여름 개최되는 1주일간의 아카데미입니다.  
 
청소년 연계 담당자 HCPD에는 청소년 커뮤니티를 위한 전담 연락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는 학교, 청소년 
센터, 종교 단체,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청소년 그룹을 통해 청소년과 경찰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하여 신뢰와 
멘토 관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이 폭력 사태 또는 형사 사법 제도에 개입할 가능성을 줄입니다. 
 
BearTrax 캠프: BearTrax는 위험에 처한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1주간의 야간 캠프입니다. 지도 상담교사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학생을 확인합니다. 캠프가 끝난 후, 각 학생에게는 매달 
학교에서 만나는 경찰 멘토가 배정되어 보조 역할 모델을 수행합니다.  
 
Pathway to Reading: Pathway Patrol 섹션은 여러 초등학교와 협력하여 학생들이 책을 읽고 휴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초기에 경찰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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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과정 후 교육 등록 및 지속
중등 과정 후 교육 기관의 인증 또는 학위는 개인 및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이동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동인 중 하나입니다. 
중등 과정 후 교육 자격을 소지하는 것은 하워드 카운티 주민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에 주택 및 기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고임금 일자리가 필요하며 그 중 대부분은 대학 학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중등 과정 후 
교육 지속 비율은 인증 및 학위 프로그램 수료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측정 지표입니다. 지속 비율을 파악하면 하워드 
카운티의 중등 과정 후 교육 학생들이 얼마나 제대로 준비된 상태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라틴계 학생, FARMS 자격 학생 및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의 
중등 과정 후 교육 지속 비율은 하워드 카운티의 백인 및 아시아계 학생들에 비해 훨씬 뒤쳐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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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인종별 가을 학기 대학 등록 비율 

출처: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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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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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FARMS 상태별 중등 과정 후 교육 지속 격차

출처: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

Race 차트(그림 33)에 있는 중등 과정 후 교육 지속 격차는 서로 다른 인종 그룹의 학생들 간에 각기 다른 지속 
비율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2011년 아시아계 학생의 98.5%는 중등 과정 후 교육을 지속했지만 히스패닉/라틴계 
학생들은 87.2%만이 지속했습니다. 즉, 11.3%의 격차가 있습니다. 이 차트는 5년 간의 다른 비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종 그룹에 대한 전체적인 추세(즉, 그 격차가 줄어들거나 커지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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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에 대한 카운티 전역의 행동 계획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 이니셔티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행을 계획 및 개발할 때 인종 평등은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정책 관심사로 설정하는 것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카운티 전역에서 장기간 
기울이는 노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정책과 관행을 개선하고, 새로 개발되고 구현된 
항목을 형평성 렌즈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제도적 인종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워드 카운티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역량을 통해, 인정과 이해에서 다가오는 세대의 삶을 향상시키는 인종 및 
사회경제적 형평성의 공통된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장기간 
노력의 기본 토대를 염두에 두면서 이 행동 계획은 하워드 카운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다섯 가지 우선순위(향후 
5년 내 해결 예정)를 확인합니다.

단기 노력
조정 노력 및 정보 공유에 중점 - 서비스와 기회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적, 제도적, 사회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정부 기관과 지역사회 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더욱 효과적으로 조정되고, 
측정되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형평성 중심의 훈련 및 교육 강화 노력- 하워드 카운티의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하도록 개인적 및 
집단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형평성 훈련 및 교육에 대한 카운티 차원의 헌신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장기 노력
정책 분석 및 개발을 위해 형평성 중점 분야 파악 - 전국적으로 검증되고 입증된 도구를 사용하여 카운티 
이해당사자가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해결하도록 고안된 정책을 개발하고 분석하기 위해 형평성 중점 
영역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형평성 업무, 정책 개발 및 구현에 관여 - 이 작업은 영향을 주는 지역사회와 분리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모든 형평성에 중점을 둔 노력의 일환으로 하워드 
카운티의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직면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하며, 
지역사회 참여 노력의 성공과 영향을 측정해야 합니다. 

특정 형평성 관련 지표에 도달하도록 구체적인 일정 수립 - 형평성을 실행 가능한 우선순위로 유지하려면 지역사회 
기반 조직에서 정부 기관에 이르는 카운티 전체의 이해당사자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평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일정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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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지역사회 대화

 
지역 아동 위원회는 2018년 3월에서 10월 사이에 카운티 전역에서 개최된 16개 이상의 지역사회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이 그룹 토론의 목적은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청소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아동 위원회의 대상 인구가 0~24세인 청소년인 
것을 감안할 때, 이 대화의 일정과 진행에는 0~17 세 아동, 12~17세 청소년, 18~24세 청소년의 학부모/보호자의 
시각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주민 또는 담당자와 연결을 주선한 여러 기관과 프로그램의 지원 및 파트너십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Voices for Children

Voices for Change

HCPSS Student Liaison

Head Start

Getting Ahead

Multi-Service Center

FIRN (Foreign-Born Information & Referral Network) 

Homewood Center

Columbia Workforce Center

EcoWorks

Korean American Association

그림 A1: 유형별 지역사회 대화 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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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2: 청소년 및 부모 지역사회 대화 참여자 거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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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중요 용어 설명

 
 
격차 - 불평등을 의미하는 용어. 다른 그룹 사람들의 결과 경험 관점에서 볼 때, 격차는 어떤 그룹이 그들이 대표하는 인구 
비율에 비해 더 큰 비율로 어떤 결과를 이끌 수 있음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다양성 - 인종/민족, 언어, 능력/장애, 문화, 성적 성향,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수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을 반영합니다.

형평성 - 사회 정의 또는 공정성, 그리고 인종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요소로 예측될 수 있는 불평등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이 보고서의 맥락에서는 개인 및 그룹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자원, 기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등 - 형평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구별되는 용어입니다.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자원과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지만 사람들과 지역사회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것의 차이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GOC(Governor’s Office for Children) 아동 복지 결과 - 메릴랜드의 각 카운티에 대한 GOC의 아동 복지 성과표입니다. GOC는 
성장과 발전에 따라 아동의 보건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8개의 결과 영역을 선정했습니다. 결과 영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goc.maryland.gov/reportcard/를 참조하십시오. 

제도적 인종주의 - 인종에 기반한 불평등. 권력의 제도 및 체계(직장, 정부 기관, 복지 서비스)에 근거를 두고 부당한 형태의 
정책과 관행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인종적 정의 - 모든 인종의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개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체계적인 차원에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회경제적 지위 - 개인의 소득 수준, 교육, 직업을 결합한 것입니다. 종종 사회 계급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조적 인종주의 - 제도, 시스템 및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인종적 편견입니다. 격차와 불평등을 만드는 체계적인 프로세스 
집합을 나타냅니다.

외국인 혐오 - 낯선 사람이나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격렬하거나 불합리한 혐오 또는 두려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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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람들이 서로를 
깊이 배려하고, 자극하고 
격려하며, 창의력을 

발휘하고 편협성과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James Rouse, 메릴랜드 컬럼비아 지역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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