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근린 부서(SEATTLE DEPARTMENT OF NEIGHBORHOODS) 

P-PATCH 지역사회 원예 프로그램  
P-Patch 지역사회 원예 프로그램은 시애틀 근린에서 지역사회가 관리하는 개방 공간입

니다. 원예사들은 개별 및 집단으로 소규모의 토지를 사용해 유기농 농작물, 화초, 과일 

및 허브를 재배합니다.  
 

이러한 정원은 대중에게 개방됩니다. 각각의 

정원은 독특한 특징이 있으며 피크닉 공간, 벤

치, 미술, 화원, 교육 표지, 지속 가능성 입증, 

어린이 정원 같은 편의시설을 포함합니다. 

 

프로그램 세부 정보  

P-PATCH 지역사회 원예 프로그램은 시애틀 근린 부서

(Seattle Department of Neighborhoods)에서 관리합니다. 

2017년 12월 이후 P-Patch 지역사회 정원은 90개, 토지는 

3,055개, 원예사는 3,125명에 달합니다.  

 

P-Patch 정원은 다채로운 역사에 기반하며 여러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첫 번째 정원인 피카도 농장

(Picardo Farm)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시애틀 시가 1973년에 설립했습니다. 정원은 여러 시 부서 및 기타 공공 

및 민간 소유주가 소유한 공공 재산에 짓습니다. 정원의 유형으로는 소규모와 대규모, 협업식 정원(공유 토지)

과 대규모 토지 마켓 정원(저소득 농부들이 농작물을 재배해 판매)이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가장 오래된 부지: Picardo  

가장 큰 부지: Thistle (3에이커 이상)  

접근 가능한 둔덕 화단이 있는 부지의 수: 18 

가장 최근의 부지: Troll’s Knoll  

가장 작은 부지: IdaMia (700제곱피트)  

마켓 정원 수: 3 



시애틀 근린 부서(SEATTLE DEPARTMENT OF NEIGHBORHOODS) 

P-PATCH 지역사회 원예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정보 
 

협력을 통한 성과  

P-Patch 지역사회 정원은 직원들의 노력 이외에도 여러 조직과 원예사들의 노력 덕분에 번창하고 있습니다.  

• Solid Ground의 Lettuce Link  

• 성장  

• 시애틀의 경작지  

• 시애틀 주택국(Seattle Housing Authority)  

• 매년 41,739시간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P-PATCH 지역사회 정원에 대한 수요  

높은 수요로 인해, 직원들은 생산 능력 확대는 물론 다른 지역사회 원예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관심 목록에 있는 2,100명 이상의 사람들(2017년 12월 기준) 

• 개별 정원에 대한 대기 기간은 3개월~4년입니다. 

• 프로그램 전반의 연례 평균 매상은 12.5%입니다. 
 

저소득 및 소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가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시애틀 주택국(Seattle Housing Authority) 건물에 거주하는 저소득 및 이주민 가구

들은 농작물을 재배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합니다. 2017년에는 5개 문화를 대표하는 15명의 정원사가 협

업하여 판매 및 지역사회 지원 농업(Community-Supported Agriculture, CSA) 프로그램을 위한 농작물을 제

공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정 지원도 제공합니다. 2017년에는 70개 P-Patch 정원의 500개 이상의 가구가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원 수수료  

정원 토지는 다양한 규모로 운영됩니다:  

10’ x 10’ – $43 
10’ x 20’ – $57 
10’ x 40’ – $85 

토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는 이들은 재정 지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P-Patch의 공용 구역을 유지하려면 연례 수수료 

이외에 8시간의 자원봉사가 필요합니다.  

정원사, 푸드 뱅크 지원 

• 61곳의 정원이 이삭줍기 프로그램 또는 푸드 뱅크 

및 따뜻한 식사 프로그램을 위해 농작물이 재배되

는 지정된 “기부 정원”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2017년에 정원사들은 농작물 63,000파운드 이상

을 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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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정보  

P-PATCH 지역사회 원예 프로그램  
시애틀 근린 부서 (SEATTLE DEPARTMENT OF NEIGHBORHOODS) 

전화번호:       (206) 684-0264 

이메일:        p-patch.don@seattle.gov 

웹 사이트:       seattle.gov/neighborhoods/ppatch 

mailto:p-patch.don@seattle.gov
http://www.seattle.gov/neighborhoods/ppa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