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s requiring a higher education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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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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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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 줄면서 성인교육과
등록이 줄어들었습니다.

E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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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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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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