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근린 부서(SEATTLE DEPARTMENT OF NEIGHBORHOODS)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시애틀 근린 부서(Seattle Department of Neighborhoods)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강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원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희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지역인들을 지역에서 만나고 이들이 장소에 대한 소속감을 더욱 강력히 하고 더욱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 및 도시 정부에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모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시애틀 지역 강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시애틀 참여 유도(ENGAGE SEATTLE)는 시애틀 전역에서 공정하고 포용적인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시애틀 

시의 노력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노력에 앞장섬으로써 소외된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더욱 폭넓게 접근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시 정부 부서에서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지원 및 참여 유도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롭게 수립된 지역사회 참여 

위원회 및 지역사회 구성원이 정부에 대해 알아보고 근린 지역의 다른 이들과 관례를 맺도록 돕기 위한 새로운 

도구, 이니셔티브 및 자원을 통해 시민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린 지역 매칭 기금(NEIGHBORHOOD MATCHING FUND) 폭넓은 근린 주도 개선, 조직화 또는 프로젝트 

계획을 위해 근린 지역 매칭 기금(NEIGHBORHOOD MATCHING FUND) 수여금이 지역 단체에 제공됩니다. 

모든 수여금은 기부 현금, 자원봉사, 기부 물품, 보급품 및 물자 또는 현물로 제공된 전문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의해 매칭됩니다. 기금의 수준은 요청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액과 최대 $100,000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P-PATCH 지역사회 원예 프로그램은 개인과 단체의 유기농 정원을 위한 지역사회 주도의 개방 공간을 장려하고 

관리합니다. 시가 관리하는 서부 뉴욕 최대 규모의 이 지역사회 원예 프로그램을 위해 직원들은 3,000개 이상의 

가구 및 6,800명 이상의 정원사들을 위한 90개의 정원을 관리합니다. 또한 청년, 저소득층 및 소외된 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역사 보존 프로그램(HISTORIC PRESERVATION PROGRAM)은 400개 이상의 역사적 구조물, 유적지, 유물, 

선박 및 8개의 역사적 지구를 확인하고 보호하는 작업을 관리합니다. 역사적인 건물 지정 절차, 보존 및 수리 

장려와 관련해 건물 소유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해 시애틀 역사 보존의 기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역사 보존 관련 시민 검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역 사회 연계 담당자(COMMUNITY LIAISONS)는 두 가지의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고 2개 국어를 구사하는 

독립 계약자로서 소외된 이들의 지원 및 참여 유도 활동과 관련하여 시 부서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 배정 및 

감독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다양하고 의미 있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실제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자원이자 연계 역할을 합니다.   

http://www.seattle.gov/neighborhoods/outreach-and-engagement
http://www.seattle.gov/neighborhoods/programs-and-services/neighborhood-matching-fund
http://www.seattle.gov/neighborhoods/programs-and-services/p-patch-community-gardening
http://www.seattle.gov/neighborhoods/programs-and-services/historic-preservation
https://www.seattle.gov/neighborhoods/community-liaisons


 

시애틀 근린 부서(SEATTLE DEPARTMENT OF NEIGHBORHOODS) 
 

  

프로그램 및 서비스 
 (계속) 
  

지역사회 보존(COMMUNITY CONVERSATIONS)은 지역사회 기반 조직과 협력하여 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소외된 지역사회와 이들이 이미 모이고 있는 장소에서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이러한 행사는 각각의 

지역사회 관련 주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시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 부스를 포함합니다. 

지역 사회 연계 담당자(COMMUNITY LIAISONS)는 참석자들이 여러 자료를 살펴보도록 돕고 통역 또는 

번역을 통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아카데미(PACE)는 다문화, 참여 환경의 새로운 리더들을 위한 리더십 개발 및 기술 

구축에 중점을 둡니다. 일 년에 세 번 제공되는 PACE는 지역사회 구축, 포용적인 참여 및 정부 접근과 같은 

주제에 대해 참여자들에게 전문가의 실제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 
 

주요 기관 및 학교 프로그램은 시애틀의 주요 기관(예: 병원, 대학, 학교)의 근린 지역이 개발 계획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근린 지역의 관심사가 고려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 시에서 지정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담당 직원을 배정합니다.   
 

시민의 의견, 시민의 선택(YOUR VOICE, YOUR CHOICE)은 시애틀 시 예산의 일부를 어떻게 사용할지 

시애틀 주민이 결정하는 참여 예산 절차입니다. 현재 공원과 거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거리 및 공원에 대한 소규모 개선 계획에 2백만 달러의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걷기를 통해 문제 확인 및 해결(FIND IT, FIX IT COMMUNITY WALKS)은 시장이 주도하는 걷기 시리즈로서 

지역인, 경찰, 시 공무원들이 함께 걸으면서 지역에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물리적인 요인을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요소가 발견되면 시와 지역사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합니다. 이 걷기 시리즈를 통해 

쓰레기통 교체 및 가로등 개선에 이르는 수백 건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두와미시강 기회 기금(DUWAMISH RIVER OPPORTUNITY FUND)은 두와미시강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슈퍼펀드 정화 기간 동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 신규 및 기존 소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시애틀 청년 위원회(SEATTLE YOUTH COMMISSION)는 15명의 시애틀 청소년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청년과 지역의 당선 공무원을 연결하고 시 부서와 당선 공무원에게 시 정책에 대해 조언하며 시애틀의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합니다. 시장과 시 의회는 7개의 의회 지구 각각을 대표할 청년 

위원 한 명과 일반 위원 8명을 임명합니다. 

시애틀 근린 부서(SEATTLE DEPARTMENT OF NEIGHBORHOODS) 

600 4th Ave, Floor 4 
PO BOX 94649 –– Seattle, WA 98124-4649 

(206) 684-0464 –– FAX (206) 233-5142 
 

www.seattle.gov/neighborhoods 
 

블로그: http://frontporch.seattle.gov/    

페이스북: SeattleNeighborhoods  

트위터: @SeaNeighborhood 
 

Flickr: seattleneighborhoods  

인스타그램: @seattle_neighborhoods 
2017_03_29; KO 

http://www.seattle.gov/neighborhoods/peoples-academy-for-community-engagement
http://www.seattle.gov/neighborhoods/programs-and-services/major-institutions-and-schools
https://www.seattle.gov/neighborhoods/programs-and-services/your-voice-your-choice
http://www.seattle.gov/neighborhoods/outreach-and-engagement/find-it-fix-it-community-walks
http://www.seattle.gov/neighborhoods/programs-and-services/duwamish-river-opportunity-fund
https://www.seattle.gov/neighborhoods/seattle-youth-commission-x7902
file://///SEA100_LD_SERVER/V9/DON/SHARED/Communications/Communication%20Tools/Fact%20Sheet/www.seattle.gov/neighborhoods
http://frontporch.seattle.gov/
http://www.facebook.com/SeattleNeighborhoods
http://twitter.com/#!/SeaNeighborhood
http://www.flickr.com/photos/seattleneighborhoo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