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lackamas County Board of Commissioners Office is seeking Grant Applications from multiple
agencies/organizations that provide services and assistance to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s of
the County. To request a copy of this funding opportunity in a different language, contact Caroline
Hill: 503-655-8261 or carolinehill@clackamas.us

Spanish
La oficina de la Junta de Comisionados del Condado de Clackamas convoca a las multiples
entidades/organizaciones que proveen servicios y asistencia a las poblaciones más vulnerables del
condado, para que presenten su solicitud de subsidios. Para solicitar una copia de esta oportunidad
de subsidies, comuníquese con Caroline Hill: 503-655-8261 ó carolinehill@clackamas.us

Russian
Управление Совета уполномоченных округа Клакамас принимает Заявки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нтов - от различных учреждений/организаций, предоставляющих услуги и помощь
наиболее социально незащищённым группам населения округа. Чтобы запросить образец
оформления заявки на получение данного вида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на другом языке,
обращайтесь к Кэролин Хилл по номеру телефона: 503-655-8261 или по следующему адресу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ы: carolinehill@clackamas.us

소개
클랙커미스 카운티 위원회는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일자리와 활기찬 경제에
중점을 두고 취약 계층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며 신뢰, 소통, 다양성 및
혁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공약을 실증하기 위해 본 위원회는 향후 9년간 소액 보조금
프로그램(Small Grants Program)을 계속해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산위원회는 2020-2021회계 연도에 $250,000를 할당했습니다.

목표
소액 보조금 프로그램의 목표는 클랙커미스 카운티의 취약 계층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러한 단체가 대상 계층을 보다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소규모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완전한 자립 능력 또는 보조금 요청이 일회성 비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의 목표를 달성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를 지원합니다.
•

취약 계층 세대, 노인 및 기타 대상이 식량 원조 및 학대 예방과 같은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

올해는 클랙커미스 카운티 지역사회 번영 협력 연대(Canby Northwest
Clackamas, Estacada, Canby)에 속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 외에도 다음 기준을 우선시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예상치 못한 비용 공백 메우기
• 흑인, 토착민, 유색 인종 지원에 중점
• 지역사회에 대한 파급력을 높이기 위한 파트너쉽 장려

보조금 지급 관련 정보
8월 6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이 마감됩니다. 가능하면 9월 말까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이 결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통지됩니다. 카운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프로젝트는 2020-2021회계 연도 말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최종 보고서는 2021년 7월 15일까지 제출합니다.
•

최대 지급 금액은 $15,000입니다.
• 개인에 대한 기금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보조금 지급 판정 발표 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클랙커미스 카운티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은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안된 각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 및 운영 비용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마감일은 8월 6일입니다. 신청에 관심이 있는 기관은 이 공지와 관련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에 요청된 설명 정보를 제출하고 제안하는
프로젝트 예산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프로젝트 설명: 이 기금으로 수행하게 될 귀하가 제안하는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o 해당 프로젝트의 성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해당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o 그 목표는 본 소액 보조금 프로그램의 목표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해당 프로젝트의 특정 목표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해당 프로젝트는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o 해당하는 경우, 봉사 활동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 일정: 주요 단계 및 결과와 함께 프로젝트 일정을 설명합니다. 프로젝트의
일부로 새로운 직책이 필요한 경우, 일정표에 채용 프로세스를 포함시킵니다.
• 주요 직원: 이 프로젝트를 담당할 주요 직원 명단과 이러한 유형의 프로젝트
실행 경험을 기술하십시오.
• 평가: 어떤 결과들을 평가하게 됩니까? 어떻게 평가되며 사용될 특정 자료
출처는 무엇입니까? 평가 시점은 언제이며, 평가 결과는 어떻게 프로그램
계획에 통합됩니까?
• 지속 가능성: 이 기금을 받은 이후에도 해당 프로젝트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 예산: 전체 예산 요약
•

자격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클랙커미스 카운티 거주자를 지원하는 현행
비영리 단체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는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고
클랙커미스 카운티 주민들에게 긍정적이고 측정 가능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
•
•

향후에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프로젝트
조기 개입을 통해 향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지역사회 전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

기금 지원 일정
•
•
•

8월 6일 오후 5시까지 신청 마감
대상 프로젝트는 2020-2021회계 연도 말(2021년 6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최종 보고서는 2021년 7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금 지원 시 제한 사항
•
•
•

개인에 대한 기금 지원은 불가합니다.
클랙커미스 카운티의 주민들에게 프로젝트를 제공하고자 하는 단체만이
기금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제안된 각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 및 운영 비용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카운티 행정부 직원과 두 곳의 리더쉽 아카데미 동문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공정성, 다양성, 포용성(Equity Diversity and Inclusion) 팀원 한 명이
평가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이 공지에 열거된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aroline Hill에게 503-655-8261로 문의하십시오.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에 따라 어느 누구도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근거로 하여 카운티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 시 참여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