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의 도시, 시애틀

시애틀은 포용과 평등을 믿는 이민자 환영의 도시입니다. 시 공무원들은 시민권 상태를 묻지 않으며,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애틀에서는 이민자와 난민을 환영합니다.
귀하는 아래 소개된 몇 가지 유용한 시애틀시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정보는 고객서비스국에 (206) 684-CITY (2489). 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통역이 필요한 경우 “I need a Language Line
interpreter for Korean.”를 말씀하신 후 통역사를 기다리십시오.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ORCA Opportunity
무료 ORCA(버스 및 경전철) 카드 제공 대상:
1) 시애틀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2) 사전 선정된 Seattle Housing Authority(SHA, 시애틀 주택기관) 주택의 저소득층
세입자

Seattle Promise
GPA, 소득, 배경 또는 시민권/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시애틀 대학 입학에 관심이 있는
유자격 시애틀 공립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장학금 및 지원을 함.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다음 주소 중 하나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Opportunity Promise
시애틀 대학, 지역 비즈니스 및 노동 조합과의 파트너십으로 Seattle Promise(시애틀
약속) 학생(위 참조)에게 유급 인턴십, 사전 견습과정 및 수습교육의 기회 제공함.
자세한 정보는 다음 주소 중 하나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2019 Seattle Summer Programs for Youth and Families
시애틀 시는 직업 개발, 평생 교육,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지역 사회봉사 및 안전에
중점을 둔 청년들을 위한 무료 활동을 후원해 왔습니다.

Utility Discount Program
Utility Discount Program(UDP, 유틸리티 할인 프로그램)은 유자격 고객에게 Seattle
City Light 청구서 금액의 60%를, Seattle Public Utilities(시애틀 공공 유틸리티) 청구서
금액의 50%를 할인해 드립니다. UDP는 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형 세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Seattle Preschool Program
Seattle Preschool Program(시애틀 프리스쿨 프로그램) 참여 프리스쿨은 시애틀시
전역의 어린이들에게 우수한 양질의 교육을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수업료는 무료
또는 차등 기준으로 적용되며 가구 규모 및 학부모/보호자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프리스쿨 프로그램은 하루 6시간, 주5일 실시됩니다.

Renting in Seattle
임대인과 집주인이 시애틀시의 임대 관련 규칙과 규정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
서비스 및 지원을 찾을 수 있는 중앙 집중식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상세 문의처
seattle.gov/transit/orca-opportunity
(206) 256-ORCA (6722)
학생: YouthORCA@seattle.gov
SHA 거주자:
ORCAOpportunity@seattlehousing.org
seattlepromise.seattlecolleges.edu/about
Promise.North@seattlecolleges.edu
Promise.Central@seattlecolleges.edu
Promise.South@seattlecolleges.edu
seattlepromise.seattlecolleges.edu/about
Promise.North@seattlecolleges.edu
Promise.Central@seattlecolleges.edu
Promise.South@seattlecolleges.edu
전체 기회 목록을 보시려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bit.ly/2019SEASummer
seattle.gov/UDP
(206) 684-0268
UDP@seattle.gov

seattle.gov/applyspp
(206) 386-1050
preschool@seattle.gov
seattle.gov/rentinginseattle
(206) 684-5700
700 5th Ave, Floor 19
Seattle 98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