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FAQ)  
 
SEATTLE(시애틀 복원) RESTORED란 무엇입니까? 
 
Seattle Restored는 창의성과 상업성으로 시애틀의 다운타운의 활기를 되살립니다! Seattle Restored
는 25개의 빈 점포를 활성화하여 우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 예술가와 기업가들을 요
청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활기차고 매력적인 거리 풍경을 조성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시애틀의 다운타운을 방문하고 지역 사업체와 지역 예술가, 특히 흑인, 원주민 및 기타 기업가와 
유색인종 예술가를 지원하도록 장려하여 이웃, 소상공인, 예술가 및 부동산 소유주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설립된 코로나바이러스 지
역 재정 회복 기금(Coronavirus Local Fiscal Recovery Fund (CLFR))의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SEATTLE RESTORED는 언제 시행되나요? 
임시 상점 운영 시간은 홈페이지의 상점 프로필을 참조하세요. 
수업 및 특별 이벤트는 이벤트 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EATTLE RESTORED는 어디에서 시행되나요? 
모든 활성화 상점의 위치를 찾으려면 홈페이지에서 프로필을 클릭하세요.  
  

상점 임대인은 어디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까?  
참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세부 사항은 임대인 링크를 확인하세요.  
  

예술가, 기업가, 제작자 또는 제조업체는 어디에서 자세한 정보
를 찾고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참여 링크를 확인하세요. 
  

SEATTLE RESTORED에 관련된 파트너에는 누가 있습니까? 
임대인, 예술가, 기업가, 제조업체,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Shunpike, Seattle Good Business Network 및 시애틀시 경제 개발국(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
에 의해 조정됩니다. 

Shunpike는 중요한 전문 지식, 기회 및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통해 예술가들에게 
역량을 부여합니다. Shunpike는 워싱턴주 전역의 150개 이상의 예술 단체에 재정 후원을 제공합니
다. 신규 그룹의 신청 마감일은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및 12월 1일입니다. Shunpike의 다른 프로
그램에는 Artists of Color Expo and Symposium(유색 예술가 엑스포 및 심포지엄 (ACES)), 
Storefronts, Amazon AiR 및 The Studio @ 2+U가 있습니다. 

https://seattlerestored.org/
https://seattlerestored.org/events/
https://seattlerestored.org/
https://seattlerestored.org/landlords/
https://seattlerestored.org/artists-entrepreneurs/
https://shunpike.org/


Seattle Good Business Network는, 사람들이 현지에서 구매, 생산 및 투자하도록 연결하고 영감을 
주어 모든 사람이 지역 경제에 의미 있는 이해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Seattle Good Business Network 의 프로그램인 Seattle Made는 수백 개의 도시 제조업체와 생산자들
— 차이(chai)에서 양초, 자전거에서 맥주, 보석에서 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만드는 제조업체
들이- 이 시애틀에서 '성공'을 위해 모인 공동작업입니다! 멤버십은 시애틀시 내의 제작자, 생산자 
및 제조업체에게 무료입니다.  

시애틀 경제 개발국(OED)은 시애틀의 다양한 지역 사회 모두를 위해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
근성을 촉진함으로써 도시 전체를 이롭게 하는 평등하고 포용적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OVID 안전 예방 조치  
우리는 Seattle Restored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 Seattle Restored 실내 활성화를 즐기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모든 활성화 프로그램 참가자는 COVID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 모든 사람이 킹카운티 COVID 페이지를 방문하여 지역 코로나바이러스 사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Vaccine Locator에서 COVID 백신 일정을 찾아 예약하십시
오. 

질문이 있으십니까?  
Seattle Restored 프로그램 관리자 Andrea Porter 및 Martin Tran seattlerestored@gmail.com. 

https://seattlegood.org/
http://www.seattlemade.org/
http://www.seattle.gov/office-of-economic-development
https://www.kingcounty.gov/depts/health/covid-19.aspx
https://vaccinelocator.doh.w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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