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ADDRESS from the Hon. Dr. 

Jean Hernandez, President of 
Edmonds  

Community College, Lynnwood. 진 

허난대즈 박사 (에드몬즈 커큐니티 칼리지 학장) 

의 축사 
 

I would like to thank Rev. Dr. Jean Kim for her 

visionary leadership and personal commitment to end 
homelessness in our community.  We are so blessed 
to have someone with her dedication to bettering the 
lives of individuals who have experienced or are 

experiencing homelessness.  Edmonds Community 
College is proud to be a partner with Jean Kim 
Foundation for Homeless Education in welcoming 
homeless individuals to our college. 

As an 

educator for 
over 36 
years, I am a 

strong 
advocate of 

education as 
a means of 
creating a 
better live.  

However, 
not all 

education is created equal.  At the community college 
level, where I currently work, many of our two-year 
degrees will provide a person with living wage and 

future growth earnings.  A number of years ago, the 
Community College Research Center at Columbia 
University found that to have a living wage, a person 
needed to have at least one year of college, preferably 
resulting in a one-year workforce certificate. Let me 

talk a little about…  
Educational Attainment in Snohomish County 

Jobs requiring a higher education degree 

or workforce credential are increasing; 
to meet this demand more students who 
are low-income, first generation, and/or 
immigrants must enter the college 
pipeline and increase completion rates. 

As funding has become scarcer, 
enrollment in adult education and ESL 
has declined. 

Industry Growth 
In Snohomish County, Manufacturing jobs are leading 
the recovery with employment gains in: 
• Manufacturing (+3,900),  
• Professional and Business Services (+800),  
• Leisure and hospitality (+800), 
• Education and Health Services (+400), and  
• Trad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300). 

 

Manufacturing represents 23% of the county’s 
employment, followed by Trad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17%), Government (15%), Education and 

Health Services (11%). 
For students who graduate with an associate’s degree 
as their highest credential their starting salaries can 
range from $30,000 to $60,000 per year depending on 
what field they pursue.  For example, a two-year 

business degree working in the retail industry as an 
entry level manager may pay around $35,000-45,000 
per year.  While a person repairing composite 
materials in the aerospace industry might earn $50,000 

to $60,000 per year.  
 

I share with you this information to explain that if our 
homeless population can receive the financial, 

emotional, and personal support services that they 
need so that they can feel confident and comfortable 
attending college, you have made a huge difference in 
their lives.  We are here this evening because we need 
each and every one of us to donate to this wonderful 

cause of ending homelessness in our county and 



transforming lives.  The lives you help through the 

work of Pastor Kim and her Foundation will impact 
not only these individuals, but also their future 
generations.  Please join me in making a difference in 
our Snohomish County.  Thank you. 

진 허난데즈 박사(에드머드 

커뮤니티칼리지 학장)의 축사  
 

우리 커뮤니티에서 안고있는 홈리스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김진숙 

목사님의   리더쉽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홈리스들의 삶을 향상시키기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목사님이 우리 

커뮤니티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축복받은 일입니다. 에드몬즈 커뮤니티 

칼리지는 김진숙 목사의 홈리스 교육재단과 

파트너로서 홈리스들이 우리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36 년간 교육계에 몸담은 저로서는 교육이 

보다 나은 삶을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이 다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커뮤니티 칼리지 수준에서는, 2 년제 

학위 과정 안에서 여러 분야가 생계보장을 

마련하게 해 줄 수 있고, 미래에 수입을 

증가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컬럼비아대학에서 조사한 초급대학에 대한 

연구팀에 의하면, 생계보장 수입을 벌기 

위해서는 적어도 1 년의 대학 수업과 1 년제 

직업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Snohomish County 에서의 교육적 성취 

• 더 높은 교육과 직업분야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 늘고 있습니다.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나 이민 1 세대 포함 

이민자들에게 대학교육 수혜 기회를 

주고 졸업률을 늘려야 합니다. 

• 기금이 줄면서 성인교육과 ESL 

등록이 줄어들었습니다. 
 

산업 성장 

스노미쉬 카운티에서는 제조업이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있고 산업별 고용 증가 수치는: 

• 제조업 (+3,900) 

• 전문분야와 영업분야의 써비스업(+800) 

• 휴가 숙박업(+800) 

• 교육과 건강분야 서비스업(+400), 

그리고 

• 업종별 수송과 운송업(+300) 
 

제조업이 카운티의 고용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수송 운송업(17%), 정부직(15%), 

교육과 건강분야 서비스(11%) 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초급대학의 학위를 갖고 졸업하는 학생들의 

경우 분야에 따라 임금이 1 년에 30,000 불 

내지 60,000 불에 이릅니다. 예를들면 2 

년제 경영학분야 학위를 갖고 소매업계에 

초급 매니저로 일을 시작하면 1 

년에 35,000 불 내지 45,000 불의 수입이 

있게 됩니다. 한 편 항공산업 분야에서 

합성재재를 수리하는 사람은 1 년에 50,000 

불 내지 60,000 불의 수입을 벌  수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런 정보를 나누는 이유는, 

홈리스들이 필요로하는 재정적인, 심리적인, 

그리고 생활적으로 도움을 받아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에 혼란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크게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홈리스들의 집없는 환경을 종식시키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김목사님과 그 재단을 통해 홈리스 

교육사업을 돕는 일은 그들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 까지를 돕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노미쉬 카운티의 이런 

발전된 변화를 위해 동참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 are a federally recognized 
501(c) (3) organization, so you can 
deduct your donations to us from 
your taxes! 

EIN # 47-4595766 (July 28, 15).   
  
CHECK MADE PAYABLE TO: 
Jean Kim Foundation and  
mail it to PO Box. 1835,  
Lynnwood, WA. 98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