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드 2- 스노호미시 카운티 CARES 보조금 - $2백만달러
라운드 1에 지원한 경우, 다시 지원하기를 원하신다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고 새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조금만 검토 및 고려될 것입니
다.
*또는,1 차 보조금 신청서를 그대로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하려면, Elizabeth
Moran(엘리자베스 모란) 에게 연락하십시오.
스노호미시 카운티와 지역사회 재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비영리 단체의 안정화 및 역량 강화 보조금
신청서 접수가 11월 2일에 시작됩니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연방 CARES Act 리소스를 사용하여 COVID-19 유행병의 영향을 받은, 지역
사회 구성원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려는 카운티 계획의 일부입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데이터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 회원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프로
그램의 초점은 다양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간 운영 예산이 $ 500,000 이하
인 비영리 단체에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지리적 다양성에도 해당 될 것입니다.
지원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보조금 기준 이 프로그램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각 비영리 단체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
•
•
•
•
•

라운드 1에서 보조금을 받은적이 없어야 됨
연간 운영 예산이 $500,000 혹은 이하
워싱턴 주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됨
IRS가 501(c)(3) 조직으로 지정하되, 정지되거나, 탈퇴되지 않아야 됨
스노호미시 카운티에 위치하고 있어야 됨.
최소 1년 이상 운영되어야 됨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매출 감소 또는 서비스 수요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어야 됨

우선 고려 대상은 다음과 같다:
•
•
•
•
•

다양한 그리고/혹은 소외된 인구의 대표자가 이끄는 조직
BIPOC-흑인, 원주민 및 유색인종이 주도하는 조직
BIPOC-흑인, 원주민 및 유색인종에게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조직
다양한 이사회가있는 조직

신청 : 여기
라운드 2 시작 : 11월 2일
라운드 2 마감 : 11월 30일
라운드 2 발표 : 12월 23일

우리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자원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COVID에 의해 영향을 받는 흑인, 원주민, 그
리고 유식인종의 사람들이(BIPOC) 이끄는 비영리 단체가 그들의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 자금을 신
청할 기회를 갖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금 사용처:
수령한 자금은 반드시 급여, 임대료,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되어야 함.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지역사회 재단은 스노호미시 카운티에 대한 연방 및 주 보조금을 사용하여 보조
금의 신청, 기술 지원 및 보고를 관리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2만5000달러, 5만 달러, 7만5000달러,
10만 달러로 제한될 것입니다. 보고는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커뮤니티 재단과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단체의 정상적인 절차 이외의 추가 추적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질문이나, 온라인 신청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점은 angelique@cf-sc.org로 연락 하
기시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