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랙커미스 카운티 소액 보조금
신청서
For Office Use Only
2020-2021
Amount Requested: ____________
Contract Amount: ____________
(본 양식 사용 요망)
요청 보조금액:
$
프로젝트명:

신청서 제출 일자:

귀 조직은 이전에 소액 보조금(Small Grant)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 날짜 및 금액과
프로젝트를 명시해 주십시오.

귀 기관은 향후 소액 보조금 기회를 찾을 계획이십니까?

본 기금은 다음을 지원합니다.
직접 서비스만 해당
관리 비용

금 필요(구체적으로 명시)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실행 조직:

신청자의 연방 식별 번호:

신청자의 프로젝트 관리자:
이름:

신청자 측 회계 책임자:
이름:

직위

직위

주소

주소

전화:

전화:

팩스:

팩스:

이메일:

이메일:

신청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 프로젝트 구성 요소를 포함한 예상 일정을 제출하고, 서비스를 받을
인원 수 등을 명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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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클랙커미스 성과 목표에 따라 지역사회 번영 협력 지역(North Clackamas, Estacada 및
Canby)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카운티 전체에 기금을 골고루 분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카운티의 어떤 지역에 적용됩니까?

이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카운티 목표와 연계되거나 이를 고취합니까? *해당 목표 참조:
https://www.clackamas.us/performance

많은 조직들이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한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조성되었습니까?

카운티는 공정성, 다양성, 포용성을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역사적으로 흑인, 토착민 및
유색 인종에 대한 지원이 심히 부족했음을 감안하여, 제안서에서 이러한 커뮤니티에 대해 우선
순위를 어떻게 지정할지 설명해 주십시오.

귀하의 단체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이 프로젝트의 측정 가능한 성과는 무엇입니까?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시겠습니까?

해당 프로젝트가 다른 기금이나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이는 일회성 프로젝트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보조금 지원이 끝나면 해당 프로젝트를 어떻게 유지할 계획입니까?

Revised on July 1, 2020

프로젝트 예산
예산 카테고리

모든 숫자를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합니다.

카운티 기금

매칭 기금

합계
금액

직원
직위,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시간 비율(예: FTE)
및 연봉/시급별로 각 직책에 대한 세부 사항을
첨부하십시오.
부가 혜택
출장
출장의 목적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가
정보를 첨부하십시오.
장비
장비는 유형의 인적 자산이며 1년 이상의 유효
수명을 갖습니다. 구매할 장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첨부하십시오.
용품
교육
예상되는 교육 요건을 항목별로 분류하십시오.
컨설턴트/계약
제공할 서비스, 시급/일당, 프로젝트 예상 시간 및
조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컨설턴트 비용은 하루 8시간당 $4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타 비용
위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출해 주십시오.
소계: 직접 비용
보조금 관리
신청자의 보조금 관리와 관련한 비용의
세부 내역을 제공해 주십시오.
프로젝트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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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제출자
서명

추가 정보
카운티 위원회는 2020 – 2021회계 연도에 특별 프로젝트를 위해 총 $250,000를 승인했습니다. 이 기금은 1년
운영 또는 프로젝트 지원책으로 카운티 취약 계층의 기본 필요에 부합하는 단체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신청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기금 지원을 승인하기에 앞서, 신청자와의 면담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정
2020년 8월 6일 마감 – BCC 사무소로 신청
2020년 3분기 초까지 최종 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작성하신 신청서를 다음 주소지로 보내 주십시오.
Office of the Clackamas County Board of Commissioners
Public Services Building, 4th floor
2051 Kaen Road
Oregon City, OR 97045
전화: (503) 655-8581
팩스: (503) 742-5919
또는 신청서를 carolinehill@clackamas.us를 통해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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