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배포용: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연락처: Christina Faine, 공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공보관, 425-452-4286 또는 

cfaine@bellevuewa.gov  

 

인적 서비스를 위한 자금 가용성 
 

BELLEVUE, Wash. – Bellevue 시는 2023-2024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인적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서는 3월 15일 화요일부터 4월 

28일 목요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Bellevue는 식량 안보, 주거 안정, 노숙자 방지, 건강, 행동 건강, 청소년 서비스, 가정 

폭력 서비스, 보육 보조금 및 기타 많은 것을 포함하여 인적 서비스 요구의 모든 범위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인적 서비스 제공업체는 Share-1-App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Bellevue 인적 서비스 

위원회는 4월부터 7월까지 신청서를 검토하고, 가을에 시의회에 자금 지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선정 요인에는 2021-2022년 Bellevue 인적 서비스 요구 업데이트에서 확인된 지역사회 

요구에 기반한 우선순위, 이전 제공업체의 성과, 다양성 및 문화적 역량, 광범위한 인적 

서비스 컨소시엄에 대한 고려가 포함됩니다. 

 

시는 훌륭한 재정 고문이 되기 위해 경쟁 과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금 지원 신청에 관심이 있는 기관은 가상 인적 서비스 자금 제공자들의 협력 워크숍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워크숍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처음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 3월 15일 화요일, 오후 1-3시 

• 3월 16일 수요일, 오전 9-11시  

 

mailto:cfaine@bellevuewa.gov
https://www.redmond.gov/999/Share-1-App
https://bellevuewa.gov/city-government/departments/parks/community-services/human-services/human-services-needs-update


 

세션에서 신청 내용, 기술적인세부 사항 및 도시별 정보를 다룹니다. 가상 워크숍에 대한 

추가 정보 및 링크는 Share-1-App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워크숍은 녹음될 예정입니다.  

 

인적 자원 자금 제공자 연합의 회원인 Bellevue는 인적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King 카운티에 있는 다른 15개 도시와 공동 신청 절차에 참여합니다. 

 

워크숍을 위한 숙박 또는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면 Andy Owre (425-452-7871 번) 또는 

711 중계 서비스에 전화하여 예약하십시오. 통역 서비스를 예약하려면 적어도 행사 

24시간 전에 전화해 주십시오. 

 

자금 지원 신청서의 번역본을 요청하려면 Christy Stangland (425-452-6542 번) 또는 

cstangland@bellevuewa.gov로 연락하십시오. 

 
 

이 보도 자료를 한국어 으로 읽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Bellevue 시 정보  

100여 개의 공원과 방대한 산길 네트워크, 그린벨트가 있는 ‘'City in a Park(공원의 도시)’로 

알려진 Bellevue 시는 Washington주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스트사이드 시는 

Washington 호수에서 Sammamish 호수까지 33.5평방마일에 걸쳐 있습니다. Innovation 

Triangle(혁신 트라이앵글)에 속하는 Bellevue 시는 번쩍이는 고층 빌딩의 다운타운 

스카이라인을 가진 첨단의 쇼핑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145,000명 이상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고 Bellevue 시의 우수 학교들은 전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매력적인 Bellevue 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BellevueWA.gov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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