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Sweetened Beverage Tax(SBT, 설탕첨가음료세)
Prenatal-to-Three Community Grant Program
RFI 요약 안내서
소개
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Learning(DEEL, 교육조기학습부)은 Black, Indigenous, People of
Color(BIPOC, 흑인, 원주민, 유색인종), 이민자, 난민, 저소득층 및 비영어권 지역사회에
태아기부터 3 세까지 지원을 제공하는 데 관심이 있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10 월 6 일까지 Prenatalto-Three Community Grant Program(태아-3 세 아동 지역사회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2021-2022 학년도에 이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약 145 만 달러가 지원되며, 수혜자당 최대
$150,000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 지원 과정은 경쟁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시애틀시
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Learning(DEEL)에서 주관합니다. 현재, 자금 지원의 기회는
2021 년 보조금 기간에만 해당합니다.
본 자금 지원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는 유치원 생활에 대한 대비 증대를 지원하고 아동과 가족을
위해 인종, 성별 또는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근거한 성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정통한 제안들을 지원 받아 이러한 격차를 야기하는 장애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가족에게 중요한 자원과 서비스 접근 제공, 건강하고 공정한 출산 지원, 부모의
건강과 복지 증진, 양육적이고 반응적인 양육자-자녀 관계 강화 및 최적의 아동 건강 및 발달
지원이 해당됩니다.
자격 조건 및 자금 지원
신청 자격은 비영리 단체로 설립된 지역사회 기반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비법인 단체의 경우
제안에 대한 재정 후원사를 확인하도록 요구됩니다.
단체는 최대 $150,000(최소 $10,000 신청)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는 두 가지 유형의 제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서비스: 가족과 아동을 직접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제안
• 지역사회 이니셔티브: 지역사회 협업, 기획 및/또는 참여에 중점을 둔 제안
다음과 같은 제안은 본 자금 지원 기회에 적격하지 않은 프로젝트입니다.
• 유면허 보육 시설에 양질의 지원 또는 보조금 제공
• 단체의 전반적인 운영 지원에만 주력
• 태아-3 세 아동에 중점을 두지 않음
• 정치적 로비 활동에 주력
자금 지원의 심사대상이 되시려면, 유자격 신청인은 2021 년 10 월 6 일 태평양 하절기 시간(시애틀
시간) 오후 3 시까지 Request for Investment(RFI, 투자 요청)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RFI 관련 진행 일정
이벤트

날짜/날짜 범위(2021 년)

Request for Investment(RFI) 신청서 발급

8 월 31 일

기술 지원 기간

8 월 31 일-10 월 5 일

정보 세션 #1

9 월 7 일, 오후 2:30-오후 4:00

정보 세션 #2

9 월 15 일, 오전 10:30-오후
12:00

DEEL 의 자금 지원 기회 웹페이지에 Q & A 문서 업데이트

9 월 7 일-10 월 1 일

RFI 신청 마감

10 월 6 일

기술 준수 심사

10 월 7 일-8 일

위원회 점수 산정 심사

10 월 11 일, 14 일, 15 일

위원회 심의 심사

10 월 18 일-22 일

인터뷰(필요 시)

10 월 25 일-29 일

신청인에게 통지 발행

11 월 3 일-10 일

제안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기술 지원
제안서를 작성하는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지역사회 기반 자문 위원
3 인으로부터 무상의 직접 Technical Assistance(TA, 기술 지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를
작성하고, 본 RFI 의 우선사항에 부합하며, Request for Proposal(RFP, 제안서 요청)의 기술 안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 지원을 활용하실 것을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기술 지원을
이용하시려면 아래 명시된 자문위원에게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A
제공자

Catherine
Verrenti

Hassan
Wardere

경력 및 연락처
Catherine Verrenti 는 지역사회에 깊숙이 자리한 Community Based
Organization(CBO, 지역사회 기반 단체)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Neighborhood House 및 YouthCare 를 비롯해 20 년 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얻은 기술과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전문 지식에는 보조금
개발과 함께 문화적으로 호응하는 광범위한 청소년 개발, 가족 지원, 방과 후 시간,
케이스 관리 및 노숙인 프로그램 관리가 포함됩니다.
문의: catherine@verrenticonsulting.com
Hassan Wardere 는 프로젝트 관리, 진정한 지역사회 참여, 역량 구축, 변화에
대응하는 관리, 전략적 기획 및 파트너십, 기술 지원 등을 전문으로 합니다.
Hassan 은 전략적 아이디어 개발, 성공적인 설계, 창의적이며 개개인의 요구에 맞춘

Roxanne
HoodLyons

형평성 중심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통합을 지원할 때, 자국 문화를 가치 있게
여기는 독특한 전략을 활용합니다. 또한 이민자 및 난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CBO 와 함께 일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문의: projects@bulleconsulting.com
Roxanne Hood Lyons 는 임원진 코칭, 역량 구축, 조직의 자금 이용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영향을 고취시킵니다. 소규모 지역사회 기반 단체의 자금 제공자,
자문위원 및 전무 이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조직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직원과 지역사회의 강점을 활용하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문의: roxannelyons@gmail.com

언어 지원
추가적인 언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DEEL 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Tiffany Lee 에게
tiffany.lee@seattle.gov 로 문의해 주십시오.
제안의 우선순위
보조금 프로그램에는 2 가지 유형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1. 단체 또는 제안자 자체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우선순위 및 2. 프로젝트 제안에 기반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신청서의 문항은 각
우선순위에 대한 시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신청인 단체가 자금 지원 대상자로 우선 고려됩니다.
1. 우선순위 지역사회를 대표하고 주로 이러한 곳에 서비스를 제공
2. 특히 젊은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적 구조 및 전략을 입증
3. 유급 직원이 제한된 소규모 단체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을 입증하는 프로젝트가 자금 지원 대상으로 우선 고려됩니다.
1. 프로젝트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될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제안서를 공동 설계 및
공동 작성하는 절차에 관한 증거를 제공함
2. 문화적으로 대응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접근을 촉진하는 프로젝트 특성을
입증함
3. 프로젝트가 우선순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보조금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성과에 부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지원함
추가 정보
시에서는 9 월 7 일과 15 일, 2 차례의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자금 지원 기회에 대한 개요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Grant Program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Prenatal to Three Community Grant
Program RFI - 기술 개요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본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보조금 프로그램의 역사, 목표 및 결과(3)
2. 자격 대상의 제안서 개요(4)
3. 제안서 평가 절차 및 기준(7)

4. 보조금 예산 요건(5)
본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정보 및 신청서는 다음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DEEL 자금 지원
기회 웹페이지: http://www.seattle.gov/education/for-providers/funding-opportunities/prenatal-to-threecommunity-gr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