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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R COMMUNITY CAMPUS
비전
접근성이 좋은 마리너 커뮤니티 캠퍼스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니즈
와 자원을 제공합니다. 캠퍼스는 다음의 공공 부분과 민간의 영구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
•
•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커뮤니티 캠퍼스 구축
모든 주민들의 기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
건강한 가정과 강력한 지역사회를 보강할 수 있는 통합된 질 높은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제공
하여 마리너 지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 및 기술, 지역사회의 기회, 지역사회 및 사회적 형
평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동등한 접근.

배경
스노 아일(Sno-Isle) 도서관이
많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2017년 2월 시범 사업으로 매
장 앞쪽에 마리너 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개장한 이후
주민 도서관을 찾는 방문객이
8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서비스를 누리
는 것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는 Marko Liias, D-Mukilteo
주 상원의원은 지역사회의 반
응을 보고 더 많은 기회를 찾
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에
버렛, 남쪽으로
는 린우드, 동쪽
으로는 99번 고
속도로와 서쪽
으로는 I-5 지역
으로 2만5000명
이상이 살고 있
습니다. 2025년
까지 인구는
20%증가하고,
밀도는 2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유나이티드웨이 스노호미쉬 카운티, 스노호미쉬 카운티 행정관 데이브 소머, 머킬테오 학교 지
구 및 스노 아일 도서관과 함께 영구적인 마리너 커뮤니티 개념에 관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담
과 Liias 상원의원의 입법을 통해 주정부의 2018 수도 예산에는 마리너 커뮤니티 캠퍼스에 비전을 만들고
자 322,000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자금조달 및 일정

1단계 자금조달은 워싱턴 주정부의 예산 배정으로부터 정
해집니다. 스노 아일 도서관 및 기타 공공 및 비영리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인력 자원 형태로 추가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후속 단계를 위한 자금 조달 모델은 이해 관계자 간의 합
의에 의해 수립될 것이며, 예산, 서비스, 자원 및 지원이 혼
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프로젝트 비용은 제공 서비스와 서비스 수준뿐만 아니
라 토지 취득 및 건설과 관련된 비용의 조합에 따라 달라
집니다.

마리너 도서관에 대한 대응은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와 모임 장소에 대
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Liias 상원 의원은 마리너(Mariner) 도서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노 아일 도서관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프로젝트의 비전과 창작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공 및
비영리 단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소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확인된 지역사회 파트너 및 대표자는 다
음과 같습니다:











Sno-Isle Libraries
United Way Snohomish County
Snohomish Health District
Greater Foundation Snohomish County
Economic Alliance Snohomish County
State of Washington
Mukilteo School District
Community Transit
Everett Community College
Edmonds Community College










Boys and Girls Clubs of Snohomish County
YMCA of Snohomish County
Volunteers of America Western Washington
Snohomish County
Washington State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Trust
WSU- North Puget Sound Everett
Leadership Snohomish County
Snohomish STEM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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