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서머 프로그램 펀드를 위한 제안 요청서 
(Request for Proposal, RFP) 

 
Washington 주 공교육감 사무소(OSPI) 마련 기금 

School’s Out Washington (SOWA)이 개발하고 관리함 
 

지원 마감 2021년 12월 6일, 월요일, 오후 11:59까지 
   

서문 
 
The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OSPI)는 2022 서머 프로그램 펀드를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SOWA와 협력합니다. 이 기금은 OSPI의 서머 프로그램에 대한 2개년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American Rescue Plan)/초등 및 중등 학교 긴급 구조(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Emergency 

Relief, ESSER)의 재원을 사용합니다. 서머 프로그램 펀드의 주 목적은 교육 정의1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Washington 주 청소년에게 사회적 연결, 신체 및 야외 활동을 포함하는 2021년 및 2022년의 서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2020년 봄 이후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가정, 학교, 청소년 개발 기관의 능력을 약화시키며 사회적, 

감정적, 정신적 건강 및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필요를 온전하고 효과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해왔습니다. 

청소년들은 제한된 가상 학습에 의해 고립되었으며, 가족들은 보육에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교육 

정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기존의 불공평함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청소년 개발 기관들은 깊이 있게 관계를 맺어온 청소년 및 가족들의 도움에 응하기 위해 

자신들 기관의 서비스를 조정해 왔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력이 감소하며, 이러한 기관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2022 서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유리한 상태로 자리 잡았으며, 프로그램은 봉쇄와 격리 때문에 

부족했던 청소년들 사이의 사회적 연결을 고무하고, 신체 및 야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들에게 참 행복을 제공할 것입니다. Washington 주가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말입니다.  
 

RFP 개요 

 

 
1 2022 서머 프로그램 펀드의 목적을 위해, 교육 정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청소년은 우선 지원 청소년 

인구를 포함해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빈곤 청소년, 흑인, 미국 원주민, 유색인종(Black, Indigenous and 

People of Color, BIPOC) 청소년, 이주 청소년, 난민 및/또는 이민 청소년, 영어 학습자, 홈리스 청소년, 위탁 

돌봄 아동, LGBTQ 청소년, 형사사법제도에 연루된 청소년 및 장애를 가진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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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머 프로그램 펀드(Summer Program Fund)는 2021 서머 펀드 프로세스에서 학습한 교훈을 기반으로 

합니다. 엄격한 제한 속에서 일하면서도, 2021년 8월에 백만 달러를 277곳의 지원 기관 중 선정된 기관 

62곳에 지급했습니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5,000에서 $25,000 사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는 약 450만 달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 가능할 것이며 프로그램당 $10,000에서 

$50,000 사이 금액이 지급될 것입니다.  프로세스와 일정은 지원금 크기 및 지원 기관 수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 또한 2022 서머 프로그램 펀드는 서머 프로그램 초기 기획 및 지원서 제출을 위해 일정이 조율될 

수 있습니다.        
 
SOWA는 공정하고 이용하기 쉬운 프로세스로 진행하며, 다양한 기관들이 높은 품질의 서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미지원 지역사회로의 접근을 확대하도록 격려합니다. 
 
지원 대상자: 

지원서 접수가 가능하려면, 기관들은 자신이 작성한 서머 프로그램이 사회적 연결, 신체 및 야외 활동을 

포함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아래)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하세요. 
 
비영리 지역 기반 기관(community-based organizations, CBOs)은 (종교 단체 포함) 기금 지원을 위한 

우선순위에 해당됩니다. 소기업과 공공기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종교 단체에 지원된 기금으로는 종교적 프로그램이나 종교적 자료를 지원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들이 

필수로 참여하게 하는 종교적 활동(기도회 혹은 종교적 목적의 교육 같은 것)을 지원해서도 안 됩니다. 
 
 
소기업으로서 지원하려는 자는 RCW 19.85.020 (Revised Code of Washington 19.85.020)에서 정의하는 

소기업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소기업"은 어떤 기업 단체든 개인기업, 법인, 파트너십, 혹은 

다른 법적 실체를 포함하며, 다른 사업과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운영되며, 50인 혹은 그보다 적은 직원을 가진 

기업을 말합니다.” 
 
공원 관리부 및 학구는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단체를 위해서는 OSPI가 다른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머 프로그램 기금은 Washington 주의 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단체만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받은 

프로그램은 Washing State Department of Health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 지원자는 서머 프로그램을 4~21세에 해당하는 학령 청소년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청소년들은 K-12 학교에 등록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K-12 

학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머 한정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K-12 학교에 

등록되어 있거나, 학령 기간 중 어느 때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홈스쿨을 진행하는 청소년도 서머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19.8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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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당 지원서 하나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정 후원 기관2으로 참여하는 단체만 예외적으로 하나 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주 전역에서 여러 제휴처를 보유한 기관은 각 제휴처에서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제휴처는 501(c)(3)에 

따라 비영리 과세 신분을 갖춰야 하며, 해당 제휴처의 납세자 식별번호가 필요합니다.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 

주 의회의 지침에 따라 행동하는 OSPI는 이 기금을 청소년들 사이의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을 

신체3 및 야외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데 헌신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원자들은 자신의 프로그램에 포함된 사회적 연결, 신체적 활동, 야외 활동에 대해 

기술해야 하며, 해당 서머 프로그램이 왜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와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를 논해야 합니다.  
 
2022 서머 프로그램은 수일 및/또는 수주 이상에 걸쳐 진행하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 이므로, 1대1(성인 한 명 대 청소년 한 명) 활동에만 집중하거나 그것만 

주요하게 다루는 서머 프로그램은 적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대면 활동이거나 

대부분이 대면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몇몇 활동이나 가상 참석도 

가능합니다. 
 

일정: 

주 전역에 있는 청소년 개발 이해 당사자로부터의 개입과 지도가 서머 프로그램 펀딩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21 서머 프로그램 펀드의 RFP를 배포하기 전에, SOWA는 전략 및 지원 개발에 

관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21년 펀딩 사이클을 마친 후, SOWA는 기금을 받은 기관 및 

기금을 받지 못한 기관들에서 2022 서머 프로그램 펀드 프로세스에 반영하기 위한 피드백을 수렴했습니다. 

2021 서머 펀드의 피어 리뷰어 의견 및 10월 초에 추가로 진행한 이해 당사자 미팅은 SOWA가 학습한 교훈 

위에서 행동하며 서머 프로그램 펀드에 대한 접근을 계속해서 향상하게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22 서머 프로그램 펀드를 위한 온라인 지원은 2021년 11월 4일 목요일부터 가능하며, 지원 접수는 2021년 

12월 6일 월요일 오후 11:59까지입니다. 지원서가 선정된 프로그램은 2022년 2월 중순까지 안내를 받을 

 
2재정 후원 기관이란 IRS(Internal Revenue Service) 501(c)(3)의 면세 신분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IRS 

501(c)(3)의 면세 신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혹은 아직 충족하지 못한) 비영리 기관을 대신하여 기금을 받는 

데 동의한 단체를 말합니다. 재정 후원 기관과 함께하는 지원자는 재정 후원 협약서(fisical sponsorship 

agreement)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신체적 활동이란 청소년들이 활동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움직이고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로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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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선정된 지원자에게는 2022년 5월 중순까지 기금이 제공됩니다. 선정된 지원자를 위한 워크숍은 

2022년 3월에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일정은 아래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 

2022 서머 프로그램 펀드 지원서는 반드시 온라인에서 영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RFP는 암하라어, 

아랍어, 중국 관화, 한국어, 마셜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소말리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RFP 번역본에 관한 정보는 SOWA의 2022 서머 프로그램 펀드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프로세스는 지원자가 지원서 제출 전에 자신들의 적격성을 확인하게 합니다. 또한 온라인 지원 

과정에서 지원자의 서머 프로그램 및 기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ElevateWashington.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금 요청에 대한 지원자의 구체적인 응답은 선택식 옵션과 서술식 응답을 포함하며, 2022 서머 프로그램 

펀드의 세 가지 포커스 영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1. 프로그램이 교육 정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청소년을 참여시킨다. 

2. 스태프, 자원봉사자, 리더십, 지원하는 단체는 위원회가 지원받는 우선 집단의 의견을 반영한다. 

3.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연결, 신체적 활동, 야외 활동을 정의하고 지원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 계획이 세 가지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반영했는지와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관심과 

필요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한다.  
 
지원자는 가장 최근에 완료된 회계연도의 기관 전체 운영비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지원자는 $10,000에서 $50,000 사이의 금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술 지원  
 
RFP 및 지원서에 대한 질의응답 정보 세션이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오후 1:00 ~ 오후 2:30(태평양 표준시) 

및 2021년 11월 16일 오전 9:00 ~ 오전 10:30(태평양 표준시)에 Zoom 웨비나로 진행됩니다. 지원 예정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를 위해 SOWA의 2022 서머 프로그램 펀드 웹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세션에 

등록하려면, 아래 두 날짜 중 하나를 클릭하세요. 
 

 
  2021년 11월 10일 오후 1:00 ~ 오후 2:30 

 2021년 11월 16일 오전 9:00 ~ 오전 10:30 
 

https://schoolsoutwashington.org/grant-initiatives/summer-program-fund/
https://schoolsoutwashington.org/grant-initiatives/summer-program-fund/
https://elevatewashington.org/
https://schoolsoutwashington.org/grant-initiatives/summer-program-fund/
https://schoolsoutwashington.org/grant-initiatives/summer-program-fund/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13t5MggCSW-UE_du79v1gg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labZC05tSz6424gkhpG_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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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및 지원서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은 2022 서머 프로그램 펀드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세션 및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질문은 2021 서머 펀드 프로세스의 FAQ처럼 게시될 것입니다. 

일정표에서 FAQ 업데이트의 프로젝트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SOWA는 2022 서머 프로그램 펀드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이 지원서 작성을 마치는 것을 돕기 위해 기술 

지원(TA)을 선택 사항으로 제공합니다. SOWQ를 직접 통한 TA(Technical Assistance)뿐만 아니라, 소기업 

리질리언스 네트워크(Small Business Resiliency Network)를 통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ommerce는 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에 문화적 관련이 있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신뢰받는 

기관들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협력합니다. 기술 지원에 관심 있는 지원자는 2022 서머 프로그램 펀드 

웹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제안서 검토 프로세스 
 
SOWA는 주 전역에 있는 파트너들과 협업하며, 강한 지역색에 대한 강조 및 BIPOC(Black, Indigenous, People of 

Color)를 대변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60명에 가까운 제안서 리뷰어와 협력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리뷰어 대부분은 Washington 주에 기반을 둔 사람들로 선정됩니다. 리뷰어는 우선 

집단을 대표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지원서 리뷰 경력이 필요하며, 지역에 대한 지식과 

Washington 주의 청소년 개발 생태계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든 리뷰어는 자신의 이해 충돌을 들춰낼 만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리뷰 그룹 배치는 어떤 리뷰어도 자신이 

스태프, 이사, 혹은 컨설턴트 등으로 봉사했던 프로그램/기관의 제안서를 읽지 않도록 이루어질 것입니다. 

SOWA는 필수 리뷰어 트레이닝의 일환으로 반편견 훈련을 진행하며 지원 질문 및 채점 기준에 대해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리뷰어는 자신이 소속된 지역의 제안서를 리뷰합니다. 리뷰어로도 활동하는 주 전역 파트너가 모든 지역별 

그룹에 배정됩니다. 
 
리뷰어는 20개에 가까운 지원서에 단독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단독 채점을 마치면, 같은 제안서를 채점한 

리뷰어들이 그룹으로 모여 자신들의 루브릭 스코어에 대해 논하고, 각 제안서의 점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리뷰어 그룹은 리드 리뷰어들의 지시에 따라 활동합니다.  
 
SOWA는 리뷰 프로세스를 지도하며, 리드 리뷰어를 보조하고, 필요에 따라 리뷰 그룹의 활동을 돕습니다. 

리뷰 그룹이 철저한 리뷰와 채점 과정을 마치면, SOWA가 모든 그룹에 매겨진 점수를 리뷰합니다.   

 
제안서 리뷰 기준 

 
세 가지 포커스 영역이 제안서 리뷰를 위한 구조를 제공합니다. 채점 기준을 사용하여, 리뷰어들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https://schoolsoutwashington.org/grant-initiatives/summer-program-fund/
https://schoolsoutwashington.org/grant-initiatives/summer-program-fund/
https://schoolsoutwashington.org/grant-initiatives/summer-program-fund/
https://schoolsoutwashington.org/grant-initiatives/summer-program-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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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이 교육 정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청소년을 참여하게 한다.  
 

전체 점수의 35% 

2. 아래 그룹에 속한 개인들은 지원을 받는 우선 집단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 1) 

청소년들과 직접 일하는 프로그램 스태프 및/또는 자원봉사자 2) 프로그램 

리더십 3) 이사회 멤버 자원봉사자  
 

전체 점수의 20% 

3.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연결, 신체적 활동, 야외 활동을 

정의하고 지원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 계획이 세 가지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반영했는지와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관심과 필요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한다. 

전체 점수의 45% 
 
 

 
리뷰어가 매긴 점수와 함께, 주 전역의 우선 집단의 대표성이 공정한지, 지리적 분포는 공정한지, 참여하는 

청소년의 수와 접촉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SOWA 리뷰의 기준이 됩니다. 리뷰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쟁 

지원자들 중에서, 규모가 작은 기관은 SOWA가 OSPI에 최종 기금 추천 시 가점을 받습니다. 
 

지리적 분포 
  
 
아래 지도는 주 전역에서 6개 지역을 구분해 보여줍니다. Washington 주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and 

Families (DCYF)의 6개 관리 영역과 일치합니다.  SOWA는 DCYF의 지역 구분을 Washington 주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준용하며, 제안서 리뷰 그룹을 할당하고 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합니다. 
 
주 전역에 기금을 분배하는 것의 목적은 지역들에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주요 데이터 포인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18세 이하 빈곤 청소년과 18세 이하 BIPOC 청소년 (데이터는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9에서 

가져왔습니다.) 
 
아래 지도에서, 퍼센티지 할당은 각 지역에 거주하는 Wahs주 18세 이하 빈곤 청소년 및 Washington 주 18세 

이하 BIPOC 청소년의 퍼센티지를 기초로 합니다. 이 데이터는 지역별로 기금을 분배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게 동일한 가중치를 준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들은 지리적 분포를 위한 것이지만, 이 목표를 충족하는 

것은 각 지역에서 제출되는 자격을 갖추고 높은 점수를 받은 제안서의 수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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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펀딩  
 
2022 서머 프로그램에 대한 펀딩은 주 전역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2022 서머 프로그램 펀딩은 $10,000에서 

$50,000 사이 금액입니다. 지원자들은 해당 범위 내에서 금액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요청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선정된 지원자들은 아래 나열된 사항을 하도록 요구받을 것입니다. 

● SOWA와의 계약서에 서명하기 샘플 계약서 한 부가 참고 목적으로 링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 

계약서는 샘플 계약서에서 약간 변형될 수 있음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변경되면, 선정된 

지원자에게 계약서 서명을 요청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강조 표시해 제공합니다. 

● 충분한 책임 보험에 가입한 내역을 제공하세요.4  보험 요구 사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샘플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2022년 서머 프로그램 펀드를 통해 지원받는 기관은 SOWA와 OSPI의 계약 하에서 SOWA의 하도급 업자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기관은 OSPI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보험을 보유해야 합니다. 계약된 

한계를 충족하는 책임 보험을 포함해 산재보험, 자동차 보험(적절한 정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금을 

지급하기 전에, SOWA는 SOWA와 OSPI가 추가 피보험자로 명시된 보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https://schoolsoutwashington.org/resource/2022-summer-program-fund-sample-contract/
https://schoolsoutwashington.org/resource/2022-summer-program-fund-sample-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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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양식을 완성하세요. 

● Elevate Washington에서 기관의 프로필을 완성하세요. 

● 지원서를 제출한 이후로 2022 서머 프로그램 세부 계획에 변화가 생겼다면, 이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양식을 완성하세요.  

● 최종 서술식 리포트를 제출하세요. 
  

일정  
 

2021년 11월 4일 RFP 배포  

2021년 11월 10일 및 2021년 11월 

16일 

RFP 정보 세션 아래에서 등록하세요. 

2021년 11월 10일 오후 1:00 ~ 오후 2:30 

2021년 11월 16일 오전 9:00 ~ 오전 10:30 
 

2021년 11월 5일 ~ 12월 3일 
 

기술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TA에 관한 추가 정보는2022 서머 

프로그램 펀드 웹페이지에 있습니다.   

2021년 11월 9일, 11월 15일, 11월 

22일, 11월 30일  
 

2022 서머 프로그램 펀드 웹페이지에 자주 묻는 질문들(FAQs)이 

업데이트되었으며 이용 가능합니다. FAQs에 포함될 질문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2021년 11월 29일입니다. 

2021년 12월 6일 오후 11:59에 지원 마감 

2021년 12월 9일 ~ 2022년 1월 말  
 

SOWA 팀 및 피어 리뷰어의 지원서 리뷰 

2022년 2월 중순까지 OSPI의 리뷰 및 기금 추천서 승인  
 
선정된 지원자에게 기금에 대해 공지 
 

2022년 3월 15일 지원서를 제출한 이후로 2022 서머 프로그램 세부 계획에 변화가 

생겼다면, 변화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양식 제출 마감  
 

3월 중순 2022 서머 프로그램 심포지엄  

2022년 3월 13일까지 기금 지급 

2022년 6월 ~ 2022년 9월 서머 프로그램 진행 

2022년 9월 30일 최종 보고서 제출 마감 

 
지원서 개요 
 

http://www.elevatewashington.org/
http://www.elevatewashington.org/
http://www.elevatewashington.org/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13t5MggCSW-UE_du79v1gg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labZC05tSz6424gkhpG_vA
https://schoolsoutwashington.org/grant-initiatives/summer-program-fund/
https://schoolsoutwashington.org/grant-initiatives/summer-program-fund/
https://schoolsoutwashington.org/grant-initiatives/summer-program-fund/
https://schoolsoutwashington.org/grant-initiatives/summer-program-fund/
http://www.elevatewashington.org/
http://www.elevatewashingt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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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머 프로그램 펀드를 위한 지원서를 완성하기 위한 질문 및 정보는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선택형과 서술식 응답을 포함합니다. 
 
지원서 템플릿은 온라인 지원 시작 시점에 제공됩니다. 지원자가 질문 및 작성한 응답을 리뷰하는 데 

템플릿을 사용하기를 추천합니다. 템플릿에서 응답을 완성하면, 지원자는 응답을 복사해 온라인 제출 

양식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작업을 저장할 수 있고 지원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장 및 지원서로 돌아가기 명령이 지원서 안에 제공됩니다. 지원서는 2021년 12월 6일 오후 

11:59까지 반드시 완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정보 
 
기관이 기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기관은 

○ 청소년을 위한 2022 서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Washington 주 보건 프로토콜을 준수합니다. 

○ CBO, 소기업,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Washington 주의 4~21세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들은 K-12 학교에 

등록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 기관의 2022 서머 프로그램은   

○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도록 설계된 활동을 포함합니다. 

○ 신체 활동을 포함합니다. 

○ 야외 활동을 포함합니다. 

○ 수일 및/또는 수주에 걸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대면으로 제공하거나 대부분 대면으로 제공합니다. 
 
공원 관리부 및 학구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공원 관리부 및 학구는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기금은 1대1 

프로그램이나 종교적 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기관 정보: 

 
● 우리 기관의 서머 프로그램은 비영리 기관에서 재정적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 예 

○ 아니요 

https://survey.alchemer.com/s3/6577000/2022-Summer-Program-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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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 ‘예’라면, 재정적 후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후원 기관의 서명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 2022 서머 프로그램이 이 지원서에서 집중하는 모든 카운티를 선택해 적으세요. 

 
● 기관의 법적 명칭:  

 
● 재정적 후원 기관의 이름(가능한 경우에): 

 
● 고용주 식별 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주의: 프로그램/기관에 재정적 후원 기관이 있다면, 재정적 후원 기관의 EIN을 입력하세요. 
 

● 고유 비즈니스 식별(Unified Business Identifier,UBI) 번호: 

주의: 프로그램/기관에 재정적 후원 기관이 있다면, 재정적 후원 기관의 UBI를 입력하세요. 
 

● 지원자의 소속 기관이 가장 최근에 완료한 회계연도의 전체 운영 비용은 얼마입니까?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은 언제입니까? 
 

● 기관의 종류: 

주의: 프로그램/기관에 재정적 후원 기관이 있다면 재정적 후원 기관의 종류를 입력하세요. 

○ 비영리 

○ 소기업 

○ 공공기관(구체적으로): ___ 

○ 기타(구체적으로): ___ 
 

● 실제 주소  

○ 전체 주소(아파트/원룸/사무실 등 가능한 경우에) 

○ 타운/시티  

○ 주 

○ 우편번호 

○ 국가 
 

● 설명: 기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작성하세요(미션, 비전, 서비스, 포커스). 최대 글자 수 200자 

 주의: 이 정보는 ElevateWashington에 포함됩니다. 
 

● 사이트 이름:  

주의: 여러 사이트를 대신해서 지원한다면, 여러 사이트 중 한 곳의 이름과 주소만 입력하세요. 
 

● 사이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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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이트 주소는 반드시 Washington 주에 있어야 합니다. 

o 전체 주소(아파트/원룸/사무실 등 가능한 경우에) 

o 타운/시티  

o 주(WA) 

o 우편번호 

o 국가 
     

● 2022 서머 프로그램 이름: 
 

● 설명: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적으세요. (누구를 위한 것인지, 프로그램 포커스는 

무엇인지) 

최대 글자 수 150자.  

주의: 이 정보는 ElevateWashington에 포함됩니다. 
 

● 지원 기관 이름, 사이트 이름, 프로그램 이름과 여기에 기입한 위치들은 공공 청소년 프로그램 

디렉터리인 ElevateWashington에 포함됩니다.  사이트 장소가 기밀이라면, 아래에서 프로그램 

디렉터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체크해 주세요.  

o 장소가 기밀이 아닙니다 - 디렉터리에 포함해도 됩니다 

o 장소가 기밀입니다 - 디렉터리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제안 질문: 
 
포커스 영역 #1: 프로그램은 교육 정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한다. 이 포커스 

영역은 점수의 35%를 차지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한 응답은 기금을 요청하는 2022 서머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a. 아래 질문(1b)은 서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각각의 우선 순위 카테고리에 얼마의 

퍼센티지로 구성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정보의 출처를 

알려주세요. 

● 퍼센티지는 청소년 혹은 가족이 응답한 데이터에 근거합니다. 

● 퍼센티지는 학구나 인구통계자료와 같은 프록시멀 데이터에 근거합니다. 

● 퍼센티지는 청소년 커뮤니티의 경험에 따른 추정치에 근거합니다. 

● 현재는 이 정보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지 않거나, 프록시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퍼센티지를 추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선 집단에 대한 퍼센티지를 제공하지 않아도, 모든 지원자는 질문 1e에서 청소년 

커뮤니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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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022 서머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인 청소년이 아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퍼센티지를 

추정하세요. 많은 청소년이 여러 카테고리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퍼센티지 

값은 다 더해서 100%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전 프로그램의 데이터, 현재 등록된 데이터 

또는 학교 인구통계 데이터 같은 다른 프록시멀 데이터 출처에 근거해 작성하세요. 아래에 

서술식으로 청소년 커뮤니티에 대해 기술해도 괜찮습니다.  
 

2022 서머 프로그램에 특정한 우선 집단에서 참여하는 정확한 청소년이 없다면 0을 기입하세요. 

해당 우선 집단에 대한 추정이 불가하다면 공란으로 남겨두세요. 앞서 "현재는 자료를 수집하지 

않습니다"를 선택하지 않은 한 이 질문에 반드시 데이터를 기입해야 합니다.  
 

● 빈곤 청소년, 무료 급식 혹은 할인 가격으로 급식을 먹는지 여부로 적격함을 추정: 
__% 

● BIPOC 청소년: __% 

● 이주 청소년: __% 

● 난민 및/혹은 이민 청소년: __% 

● 영어 학습자: __% 

● 홈리스 청소년: __% 

● 위탁 양육 청소년: __% 

● LGBTQ 청소년: __% 

● 형사사법제도에 연루된 청소년: __% 

● 장애를 가진 청소년, 신체적, 발달적 및/혹은 정신적 장애, 또는 특별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 경우: __% 
 

c.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 중 우선 집단 중 하나 혹은 여럿을 대표할 수 있는 청소년의 전체 

퍼센티지를 추정하세요: __%  
 

d. BIPOC 청소년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BIPOC 청소년 인구의 각각을 대표하는 청소년의 

퍼센티지를 입력하세요.  많은 청소년이 여러 카테고리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퍼센티지 값은 다 더해서 100%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아메리칸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 __% 

● 아시안/아시아계 미국인: __% 

●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__% 

● 히스패닉 혹은 라틴계 후손: __% 

● 중동계 혹은 북아프리카계: __% 

● 다문화: __% 

● 하와이 원주민/태평양 제도민: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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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서술식: 지역사회에서 2022 서머 프로그램에 참가할 청소년들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하나 혹은 

여럿의 우선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기술하세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우선 집단의 

청소년들을 참여하게 할 것인지 기술하세요.  
 

최대 글자 수 400자 
 

 
포커스 영역 #2: 프로그램은 스태프, 자원봉사자, 리더십, 이사회 멤버를 포함하며, 이들은 서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위 질문 #1에서 나열한 우선 집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이 포커스 영역은 점수의 20%를 

차지합니다. 
 

a. 정체성과 인생 경험이 우선 집단 카테고리 중 어느 것에라도 해당하는 사람의 퍼센티지를 

추정하세요. 

● 2022 서머 프로그램에서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함께 일할 스태프나 자원봉사자: __% 

● 2022 서머 프로그램을 감독하거나 지도하는 프로그램 리더: __% 

● 프로그램/기관의 이사회 멤버: __% 
 

b. 서술식: 프로그램 스태프, 자원봉사자, 리더십, 이사회 멤버가 서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우선 청소년 집단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정체성을 공유하거나 비슷한 인생 경험을 함) 

서술하세요.   
 
최대 글자 수 350자 
 
 

포커스 영역 #3: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연결, 신체적 활동, 야외 활동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지원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실행 계획은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 있고, 지원받는 청소년들의 

관심과 필요를 확실하게 반영한다. 이 포커스 영역은 점수의 45%를 차지합니다. 

프로그램 종류: 2022 서머 프로그램 기금으로 제공할 프로그램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해당되는 것에 모두 

체크하세요.) 

● 학술  

● 예술과 문화 

● 직업 탐색 및 직업 교육 

● 아이 돌봄 

● 리더십, 봉사, 사회 정의 

● 신체적 활동 및 스포츠 

●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STEM) 

● 서비스 및 서포트 

● 기타(구체적으로):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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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머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청소년의 연령대: (해당되는 것에 모두 체크하세요.) 

● 4~12 
● 13~18 
● 19~21 

 
지원하는 청소년 수: 

● < 20명 

● 20~50명 

● 51~100명 

● > 100명 
 

프로그램 제공 방식: 

● 대면만 

● 병행: 대면 및 온라인 
 

예약이 필요 없는 프로그램인가요? 

● 예 

● 아니요 
 

프로그램 기간: 

● 1~2주 

● 3~5주 

● 6주 혹은 그 이상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날은 일주일에 며칠입니까? 

● 일주일에 1~2일 

● 일주일에 3~4일 

● 일주일에 5일 

● 기타(구체적으로): ___ 
 

프로그램 진행일당 시간: 

● 프로그램 진행일당 1~2시간 

● 프로그램 진행일당 3~4시간 

● 프로그램 진행일당 5~6시간 

● 프로그램 진행일당 7~8시간 

● 하루에 8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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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식: 서머 프로그램의 설계 및 실행 계획에 대해 논하세요. 무엇을 할지, 왜 그 설계가 당신이 지원할 

청소년들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신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다음 질문에 모두 응답하세요. 
 

1. 2022 서머 프로그램의 개요를 제시하세요. 어떻게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점에서 

리뷰어들은 다양한 기준 때문에 실행의 여러 측면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프로그램을 시작할 방법에 대해 요약하여 기술해 주세요.) 
 

최대 글자 수 200자 
  

2.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할 활동들의 세부 사항을 기술하세요. (예시를 들어주세요. 

연령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요?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사회적 연결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리뷰어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최대 글자 수 200자 
 

3. 프로그램에 포함될 신체적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연령에 따라 활동이 

달라질 것인가요? 청소년들에게 정확하게 무엇이 제공될 것인지 리뷰어들에게 설명하세요.) 
 

최대 글자 수 150자 
 

4. 프로그램에서 제공할 야외 활동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연령에 따라 활동이 

달라질 것인가요? 청소년들에게 정확하게 무엇이 제공될 것인지 리뷰어들에게 설명하세요.) 
 

최대 글자 수 150자 
 

5. 프로그램 모델이 왜 효과적이며 우선 집단 청소년의 필요에 빠른 반응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세요. 

(프로그램을 설계한 이유를 리뷰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세요.) 
      

최대 글자 수 250자 
 
 
기금 요청: 2022 서머 프로그램은 $10,000에서 $50,000 사이 금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2022년 9월 

30일자로 지원됩니다. 
 
10,000에서 50,000사이 숫자를 기입하세요. 
 

자격 인증 

본 양식의 작성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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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기금을 받는 모든 지원자는 W-9에 서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금은 자동결제시스템(Automated Clearing 

House, ACH)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지급됩니다. SOWA는 ACH 인증 양식 및 W-9 양식을 DocuSign을 통하여 

선정된 지원자에게 보냅니다. 두 양식의 회신은 수령 후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ACH 양식 및 W-9 

요청을 수령할 사람을 기입하세요.. 

이름:           이메일 주소:  

기금을 받는 모든 지원자는 SOWA와의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을 위해 계약서를 수령할 사람을 

기입하세요. 

이름:          이메일 주소:  

 
기금을 수령하면, 지원자는 SOWA에 지원자의 990 양식에 접근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기금 

수령일로부터 6년 동안(이 지원서에 제시된 재정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으로)의 다른 출납 

기록에 접근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모든 박스에 체크하세요. (소기업의 정의를 확인하려면 이 링크를 클릭하세요. RCW19.85.020)) 
 

 “본인은 지원 기관을 대신하여 이 지원서를 제출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지원서에 서명함으로써 지원 기관 및 기관의 임원이 주요 연방 행정청 또는 국무부 또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계약 금지, 계약 중지 중이거나 계약 금지 권고를 받았거나, 입찰 부적격 판정을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거래 참여에서 배제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소기업으로서 지원하는 경우, 본 기업이 RCW19.85.020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의 정의에 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지원서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이 종교상의 예배나 운동이나, 교육을 포함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지원서가 선정될 경우, 시설에 접근하기 위해 어떤 참가자도 종교상의 예배나 운동이나 교육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것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본 지원서에 제시된 정보 및 보조 문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 및 양식이 자료 측면에서 사실로서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또한 본 지원서에 어떤 거짓 진술 혹은 고의적인 생략이 있을 경우, 본인이 

기금의 반환 대상자가 되거나 사기적 부실표시에 대한 소송의 대상이 됨을 이해했습니다.”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19.85.02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19.85.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