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재정지원
워싱톤주 환경부의 주민참여 재정지원 프로그램 (Public Participation Grants: PPG)은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1 년에 $60,000 까지 재정지원을 한다. 이 재정지원의 목적은 오염된
지역을 조사하고 정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폐기물 (유해폐기물 포함) 관리및
처리를 환경부에서 정한 우선 순위대로 할 것을 권장하기 위함이다.
자격 요건
주민참여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은 아래와 같다.
•

유해 폐기물로 오염된 지역 또는 오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에 살고 있으며, 그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개인

•

워싱톤주에서 주민들의 관심사를 다루는 비영리 단체

우선 순위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지원자들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진다:
•

유해 폐기물로 오염된 지역에서 주민 참여를 권장하는 단체나 개인

•

심각하게 오염된 지역이나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주민 참여를 권장하는 단체나
개인

•

2017 년 7 월 1 일 이후 재정 지원을 못 받은 단체나 개인

재정지원 가능한 프로젝트
다음의 두가지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을 한다
•

오염된 지역의 조사와 정화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프로젝트

•

폐기물 (유해폐기물 포함) 관리및 처리를 환경부에서 정한 우선 순위대로 할 것을 권장하는
프로젝트

지원서 제출
주민참여 재정지원을 신청하려면 주 환경부의 온라인 프로그램인 Ecology Administration of Grants
and Loans (EAGL)을 이용해야 한다. 지원서 작성에 관한 설명을 잘 읽고 이해한 다음에 지원서를
작성한다. 지원서 제출은 2019 년 3 월 5 일 오전 8 시부터 2019 년 4 월 4 일 오후 5 시까지이다.
지원서 작성에 관한 설명을 포함,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s://ecology.wa.gov/About-us/How-we-operate/Grants-loans/Grant-loan-guidance.
지원서 분류와 평가
환경부는 지원자가 프로그램 참여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 첫번째 조건이 지원서가
제출 기한 내에 제출되었는지 여부이다.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지원서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기한 내에 접수된 지원서는 다음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

•

지원자가 우선 순위 범주에 속하는지

•

개인이나 비영리단체가 관여하는 지역이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폐기물 관리및 처리에 문제가 있는지

•

지원자의 지원금 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

과거에 주민참여 재정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으면 그때 어떻게 했는지

•

지원자가 주민참여 프로젝트에 관한 결과물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

주민 참여 활동으로 인해 폐기물 (유해폐기물 포함) 관리및 처리를 어느 정도 환경부에서 정한
우선 순위대로 할 수 있는지

환경부는 위의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한 후에 그 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재정지원을 받게되며, 환경부에서는 모든 지원자들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지원금 관리
환경부는 지원금을 받을 사람이나 단체와, 어떻게 일을 진행할 것인가, 일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예산 책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외의 주민참여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들을 의논한 후에
환경부가 지원금 관리에 관한 초안을 만들어서 보내면 지원금을 받는 단체나 개인은 이 초안을
검토 후에 서명을 하게된다. 지원금과 관련한 서류 준비 등의 절차는 다음의 웹사이트에 있는
문서를 참고할 것:
Administrative Requirements for Recipients of Ecology Grants and Loans Managed in EAGL
재정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재정 지원은 사전에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고 사용한 경비를 사후에 지불한다.

•

주민참여 재정지원은 매칭펀드가 필요없고 사용한 경비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전액
지불한다.

•

경비 지불 신청은 적어도 3 달에 한번은 해야하며, 한달에 한번 이상은 안 된다.

•

신청한 경비를 받기 위해서는 워싱톤 주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하며, 주 정부 사업
지원부(Enterprise Service)에서 지불한다. 등록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
http://des.wa.gov/services/ContractingPurchasing/Business/VendorPay/Pages/default.aspx.

경과 보고서
매번 경비 지불을 신청할 때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보고서가 없이는 경비 지불이
불가능하다.
지원금 계약 갱신
두번째 해에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을 갱신해야하는데, 환경부는 첫번째 해에 어떻게하고
있는지를 경비 지불 신청서와 경과보고서 등을 통해서 감시할 것이고, 그 여부에 따라 두번째 해의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