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서 제출 기한은 2021 년 10 월 

South King 카운티 기금 경제 회복 보조금 2 차 진행 
항구 형평성 지수로 격차 파악 및 도움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 직접 지원 가능 

즉시 배포 | 2021 년 9 월 13 일 

문의: Perry Cooper | SEA Airport 
(206) 787-4923 | cooper.p@portseattle.org 

 

SEATAC —시애틀항은 COVID-19 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지역 커뮤니티의 경제적 회복을 
계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첫해 성공적으로 진행된 South King 카운티 기금 경제 회복 자금 지원 
정책(South King County Fund Economic Recovery Grants)을 2 차 진행합니다. 커뮤니티 
주도형 단체는 항구 관련 산업에서 인력 개발, 일자리 창출 또는 경제 회복과 관련된 성과를  
내는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안자는 1 년간 최대 10 만 달러 혹은 다년간  
최대 25 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받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 일까지입니다. 
 

Peter Steinbrueck 시애틀항 위원장은 “South King 카운티 기금은 기존에 소외되었던 
공항 부근 커뮤니티와 맺는 진정한 커뮤니티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며, “우리 항구는 경제 회복, 환경을 지원하고,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에 대한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에 우리 자원을 활용할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시애틀항은 형평성 기반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자원을 공급하고, 기존에 소외된 공항 주변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 2019 년 South King 카운티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시애틀항의 Office of Equity, Diversity, and Inclusion(형평성, 다양성 및 포용성 사무소, 
OEDI)은 경제 회복 기금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여러 커뮤니티가 공해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겪는 정도에 대한 지리적 현황을 보여주는 형평성 지수(Equity Index)를 
만들었습니다. 

 

시애틀항은 금주 형평성 지수를 직원, 커뮤니티 구성원 및 단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돕는 항구 및 커뮤니티 리소스로 정했습니다. 

 

 형평성 지수 알아보기> 

 
경제 회복 지원금 

 

시애틀항은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경제 회복 지원금에 1 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정했습니다. 2021 년에는 150 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커뮤니티를 더욱 효과적으로 돕고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 계획과 실행을 통해 커뮤니티 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는 처음으로  
1 년 및 다년간의 지원금 옵션 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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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항구 관련 산업(항공, 해양, 건설업, 환경)과 연관된 프로젝트를 통해 최근 경제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커뮤니티를 지원하게 됩니다. 커뮤니티 주도 단체들은 항구 관련 
산업, 거주지 복구, 거주지 환경 일자리 프로그램에서 교육, 구직 지원, 기술 기반 학습, 견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커뮤니티의 경제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워싱턴의 
모든 주요 경제 부문, 그리고 항구 시설에서 근무하는 500 명 이상의 직원 네트워크를 갖춘 
시애틀항은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반드시 기존에 소외되었던 공항 주변 커뮤니티에 유익하거나 공항 주변 
커뮤니티에서 주도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유색인, 원주민, 이민자 및 난민,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사람, 재향군인, 노인층, 청년 및/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커뮤니티 단체, 상공회의소 및 기타 비영리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프로젝트 사례 

• African Community Housing & Development(아프리카 커뮤니티 주택 및 개발)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South King 카운티 내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면서 건설, 항공 같은 항구 관련 기술 산업 분야에서 교육 및 구직 지원의 형태로 
인력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 Asian Counseling & Referral Service(아시아인 상담 및 소개 서비스)는 COVID-19 
팬데믹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Hudson News 근로자를 대표하는 UFCW Local 21 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ACRS 고용 케이스 관리 서비스에 연결되어 항구 관련 
업계에서 문화적으로 적절한 구직 도움을 받습니다. 

 

• 2020 년 12 월 Chief Seattle Club 의 외상 기반 현지 설계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인  
Native Works 는 투퀼라(Tukwila)에 있는 원주민 농장인 Sovereignty Farm(독립 농장)을 
시작해 무주택자인 미국계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견습생을 위한 친환경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견습생들은 토양 및 수질 관리, 조경 디자인 및 계획, 침습종 박멸 등에 대해 
배우면서 두와미시강에서 항구 거주지의 친환경 일자리에 대비합니다. 

 

• El Centro de la Raza 는 라틴계를 비롯한 다문화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해 건설 등 항구 
관련 부문에서 관련 있는 견습 준비 프로그램을 통한 광범위한 아웃리치, 교육 및 소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규직이 될 기회를 얻도록 돕습니다. 이 단체는 새로운 Federal Way 
사무실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상세 정보 및 제안서 자료 알아보기: https://www.portseattle.org/programs/south-king- 
 county-fund-economic-recovery-grants-program 

 

형평성 지수 -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 
우리 지역에는 공해 노출, 경제적 기회 이용, 전반적인 삶의 수준과 관련하여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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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항은 이러한 환경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성을 시각화하는 도구로서 형평성 지수를 
만들고,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도움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 자원을 공급해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형 도식은 King 카운티 내 사회적 및 환경적 격차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경제, 이용 
가능성, 생존 적합성, 환경의 4 가지 카테고리에서 21 가지 지표를 사용하는 형평성 지수는 여러 
커뮤니티가 공해 부담과 사회적 불평등을 겪는 정도를 보여줍니다. 

 

Peter Steinbrueck 시애틀항 위원장은  “형평성  지수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저는 
모든 항구 부문과 대중에 이 지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도구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정성을 도모하면서 인종 차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하고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면 우리의   
리소스를 공급하는 방식, 그리고 항구에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와 의미 있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에 있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애틀항이 경제, 이용 가능성, 생존 적합성,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격차를 줄여가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https://www.portseattle.org/equity-index 

 

South King 카운티 기금 리소스의 형평성 있는 분배 이외에도, 항구 직원은 형평성 지수를 
사용해 자금 지원 결정을 내리고 광범위한 항구 관련 정책을 정합니다. 

 

시애틀항은 형평성 지수를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구조적 장애물을 없앨 수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기존에 소외되었던 커뮤니티, 특히 유색인 커뮤니티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이용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Office of Equity, Diversity, and Inclusion 에서 10 월 5 일 오전 10:00~11:15 에 진행하는 
형평성 지수에 관한 온라인 교육에 등록하십시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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