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정 번호:   1234567-1
서비스 주소:    1234 ##th St. SE
스퀘어/서픽스/로트:   ####/ /####
불투수 면적(평방피트): 10,800

CRIAC 비영리 기관 지원 프로그램 
2020년 회계연도 신청

 

         

배경
최근 몇 년간, 맑은 강 불투수 면적 사용료(Clean Rivers Impervious Area Charge, CRIAC) 요율이 인상되어 Anacostia와 Potomac 강, 
그리고 Rock Creek으로의 하수 및 우수 배출을 크게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에 27억 달러가 납부되었습니다. 본 지구에서는 이러한 인상이 특히 
자선 단체, 묘지와 예배당 등 현지 비영리 기관에 부담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CRIAC 비영리 기관 지원 프로그램은 자격이 있는 비영리 기관에 CRIAC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해주는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1단계: 귀 비영리 기관이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십시오.
자격이 되려면, 아래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역 자선 단체, 묘지, 종교 기관 또는, (특별구 조세수익사무실(District’s Office of Tax and Revenue)에서 정하는) 지속 의료 
       시설(continuing care facility)로서 부동산세 또는 소유이자세 면제를 받는 특별구 비영리 기관일 것.

   2. CRIAC 비용 지불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해야 함. 4단계를 참조하십시오.

   3. DOEE에서 승인한 완화 방법을 통해 우수 배출의 유해한 효과를 줄이는 데 동의할 것. 5단계를 참조하십시오.

2단계: 지원을 신청하는 비영리 기관 부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비영리 기관 세금 면제 지위: □ 자선 단체     □ 묘지     □ 예배당     □  지속 의료 시설
  • 모든 기관은 지원을 요청하는 각 자산에 대해 가장 최근의 FP-161 면제 부지 사용 보고서(FP-161 Exempt Property Use Report)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속 의료 시설 
     역시 보험, 증권 및 금융부(Department of Insurance, Securities, and Banking)에서 발급한 라이선스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지 일부라도 위에 선택한 면제 지위 이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예”인 경우, 부지의 모든 용도를 상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관 EI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관 연락 담당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C 상수도 요금 청구서상 우편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ashington, DC    우편번호: ________

DC 상수도 요금 청구서상 서비스 주소(위와 다른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ashington, DC    우편번호: ________

DC 상수도 계정 번호: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_____

3단계: 귀 비영리 기관의 연간 CRIAC을 계산합니다. 

ERU 수: __________   X  $20.94 (FY20 월간 CRIAC 요율)  =  __________  X  12 (1년의 개월 수)  =  연간  $ ___________  

ERU 수는 DC 상수도 요금 청구서의 현재 요금(Current Charges) 아래에서 
찾아보십시오. 

청구된 ERU가 “맑은 강 IAC(Clean Rivers IAC)” 행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참고: 상수도 요금 청구서가 1개 이상인 자산의 경우, 
위 공식을 사용해 모든 청구된 ERU를 합산해 주십시오.

현재 요금 - 상업용
계량 수수료 2"                                                           $7.54
상수도 시스템 교체 수수료 2"                                     $83.75
상수도 서비스 3.21 CCF X $4.40                              $14.12
상수도 서비스 14.79 CCF X $4.05                            $59.90
하수도 서비스 3.21 CCF X $6.00                              $19.26
하수도 서비스 14.79 CCF X $7.75                            $114.62
맑은 강 IAC 10.80 ERU X $20.94                              $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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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계정 번호(Account Number)와 서비스 주소(Service Address)는 
DC 상수도 요금 청구서 상단 왼쪽 모서리에 나와 있습니다. 신청서 말미에 
DC 상수도 요금 청구서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청구서가 1개 
이상인 자산의 경우, 모든 계정 번호를 포함해 주십시오.

신청서 말미에 DC 상수도 요금 청구서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4단계: 귀 비영리 기관이 충족하는 재정적 어려움 요건을 표시합니다 (하나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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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어려움 측정: 어림이 아닌 정확한 숫자를 사용해 주십시오(필수)

연간 CRIAC(3단계에서 도출됨): $ _______________  ÷  비용 제한 후 연간 수익 $ _______________  =  $ ________________

                                                                                                                                                     X 100 = ________%

5단계: 귀 기관의 우수 완화 계획을 선택합니다. (해당하는 대로 1개 또는 그 이상의 옵션을 선택):
귀 기관이 우수 완화 요건을 충족하는 데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귀 기관 부지에서 우수 완화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승인된 소정의 
지원금을 다른 곳의 프로젝트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귀 기관 부지에 그린 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설치 비용을 
지불하거나 특별구 내 다른 곳의 그린 인프라를 지원하도록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각 옵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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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 단체, 일반 묘지 또는 지속 의료 시설: 연간 CRIAC는 비용을 제한 후 기관 연간 수입에서 최소한 1.0%를 차지합니다. 가장 최근에 작성한 IRS 
양식 990(IRS Form 990)을 첨부해 주십시오.

예배당 또는 종교 묘지: 연간 CRIAC는 비용을 제한 후 기관 연간 수입에서 최소한 1.0%를 차지합니다. 본인은 IRS 양식 990 요건 작성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정보를 작성하였습니다. 수익과 소득원의 예는 IRS 양식 990 파트 VIII 및 파트 IX 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 지난 2년 이내에 자발적으로 IRS 양식 990을 제출한 경우, 가장 최근에 작성한 IRS 양식 990을 첨부해 주십시오. 

□

□

□ 옵션 A -                         : 당 기관은 현장에서 우수 완화를 실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당 기관은 이에 당 기관의 지원금 
     일부분(≈$19/ERU/년)을 포기하고 특별구 내 다른 곳의 우수 완화 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경우, DOEE는 이를 가장 간편하고 가장 비용 
     효율적인 옵션으로 기대합니다.

□ 옵션 B -           : 당 기관은 현장에서 우수 완화를 실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당 기관은 10개 우수 보유 
     크레딧(Stormwater Retention Credit, SRC)/ERU/년 (≈$19/ERU/년)을 구입해 특별구 내 그린 인프라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SRC는 SRC 및 
     등록부(SRC and Offv Registry)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옵션 C -             : 당 기관은 적어도 10%까지 유수를 감소하기 위해 불투수 면적 1,000제곱피트당 나무 한 그루 심기 및/또는 당 기관 
     부지에 그린 인프라 설치하는 데 동의합니다. 2020년 8월 15일 이전에 우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을 제공하겠습니다. 귀 기관의 계획이 최소 
     요건을 충족하게 하기 위해, 4페이지의 우수 완화 워크시트(Stormwater Mitigation Worksheet)를 작성하십시오. 

    □ 당 기관은 당 기관 부지에 그린 인프라를 설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 협력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선택 사항). 

□ 옵션 D -                 : 당 기관은 이미 나무를 심었고(2009년 5월 1일 이후) 및/또는 부지에 10% 유수 감축 요건을 충족하는 그린 인프라를 
설치했습니다. DOEE 프로그램(예: RiverSmart, SRC 가격 동결(SRC Price Lock) 또는 우수 관리 계획(Stormwater Management Plan))에 
참여하셨다면 당국에 귀 기관의 서류가 있습니다. DOEE 프로그램 이외의 그린 인프라를 설치하셨다면, 4페이지의 우수 완화 워크시트를 작성해 주십시오.

당 기관 계획 포함 사항 (옵션 B, C를 선택하신 경우에만 작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 기관이 옵션 A 또는 B를 선택하신 경우, 현장 완화가 왜 불가능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RIAC 비영리 기관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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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지의 그린 인프라 자금 지원

그린 인프라 자금 지원을 위한 SRC 구입

새 그린 인프라 구축

기존의 그린 인프라 유지



         

6단계: 조건에 동의합니다.
아래 본인의 서명으로, 본인은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본인은 지원금을 신청하는 비영리 단체를 대신해 본 신청서에 서명을 승인하고 당 비영리 단체의 프로그램 요건 준수를 책임지는 임원, 관리자, 
     장로 또는 대리인입니다(세부사항은 doee.dc.gov/service/nonprofit.criacrelief에서 찾아보실 수 있음).

□ 본인은 본 신청서를 읽었고 이해합니다.

□ 본인이 본 신청서상에 제공한 정보는 본인이 아는 바 사실이고 완전하며 정확합니다. 본인은 D.C. 공식 법령(D.C. Official Code) § 22-2405에 
     따라, 허위 사실의 표기는 형사 처벌이 가능함을 이해합니다.

□ 본인은 본 신청서가 검증 대상임을 이해하며 조세수익사무실(Office of Tax and Revenue)이 당 기관의 적격성 검증 목적으로 정보를 DOEE와 
     공유하도록 승인합니다.

□ 본인은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 지원금 요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 기관 부지에 수여 된 지원금이 프로그램 연도 중 수정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 당 기관이 2020년 8월 15일 이전에 우수 완화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허가가 가능한 디자인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본인은 DOEE가 2020년 9월에 
     대한 지원 금액을 10 SRC/ERU의 FY19 시장가만큼($19.30/ERU) 삭감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 본인은 당 기관이 본 신청서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이 승인한 우수 완화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당 기관이 본인의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대해 승인된 지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 당 기관이 현장 우수 완화를 선택하는 경우, 당 기관은:

       - 당 기관 신청서에 대한 DOEE의 추가 정보 요청에 응할 것입니다.
       - 현장 우수 완화가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 기관이 추가 그린 인프라를 설치하거나 현장 외 완화로 요건 일부분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 우수 완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심은 나무나 설치한 그린 인프라에 대해 DOEE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승인합니다.
      - 우수 완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심은 나무나 설치한 그린 인프라를 유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나무나 그린 인프라로 교체할 것을 약속합니다.
   - 우수 완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심은 나무나 설치한 그린 인프라를 제거, 변경 또는 유지를 중단하는 경우, DOEE에 알릴 것입니다.

□ 본 신청서상 연락처 정보가 변경될 경우, 당 기관은 DOEE에 알릴 것입니다.

□ 본인은 DOEE가 본인의 기관 부지를 리버스마트 리워드(RiverSmart Rewards)에 등록하도록 승인하며 DC 상수도가 본인의 상하수도 계정에 
     관한 정보를 DOEE와 공유하도록 허가합니다.

승인권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

7단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선 단체로서 신청하실 때는 필히 가장 최근에 작성한 IRS 양식 990(IRS Form 990)을 첨부하십시오.

이메일:
criac.nonprofit@dc.gov
이메일 제목: 비영리 단체 
신청(Nonprofit Application) 

온라인 양식
DOEE 우수 데이터베이스(DOEE's 
Stormwater Database)

우편
DOEE, Attn: Regulatory Review Division
CRIAC Nonprofit Relief Program 
1200 First Street NE, 5th Floor, Washington, DC 20002

8단계: DOEE에서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승인되면, 귀 기관에 통지될 것이며 해당하는 경우, 귀 기관의 우수 완화 계획에 대한 다음 단계가 전달됩니다.

 거부되거나 작성이 미비한 경우, 귀 기관에 요청이 거부된 사유를 설명하는 통지를 받을 것이며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에 관한 정보가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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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완화 워크시트: 현재까지 우수 완화 노력을 계산해 보십시오.
5단계 에서 완화 계획으로 옵션 D를 선택하신 경우에만 이 섹션을 사용하십시오.
옵션 D의 경우, 이 워크시트는 이전에 DOEE 프로그램 이외에 그린 인프라를 설치한 신청인에게만 필수입니다. 

그린 
인프라                   

나무 심기

레인 배럴(빗물 통)

레인 가든

투수성 포장재

그린 루프

기타:  ______________

설치
 개수

그린 인프라로 배수되는 불투수 
면적(제곱피트 단위) 

설치일 우수 완화로 관리되는 
면적(제곱피트 단위)

X          100

X          220

X

X

X

X

=

=

=

=

=

=

=

=

총 우수 완화(제곱피트 단위):

10% 최소 완화 요건      =       ERU 수: __________         X     100

미관리 면적 =10% 최소 완화 요건 - 부지 내 총 완화

미관리 ERU 수 ≤ 0인 경우 = 요건을 충족하셨습니다
미관리 ERU 수 > 0인 경우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습니다

1. 나무 심기와 레인 배럴은 관리된 불투수 면적 양에 대해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2. 귀 기관의 레인 배럴이 220제곱피트 넘게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 빗물 저장 계산기(Simple Rainwater Harvesting Calculator)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당국의 우수 관리 가이드북(Stormwater Management Guidebook)에서 더 많은 적격의 그린 인프라 실행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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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제 지원금이 내 DC 상수도 요금 청구서에 적용됩니까?
승인된 지원금은 1~2 청구 주기 이내에 상수도 요금 청구서에 적용됩니다.
2020년 8월 15일까지 우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을 제공하지 못하였지만, 우수 완화 제안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어떻게 
됩니까?
DOEE는 귀 기관을 대신해 그린 인프라를 설치하도록 9월에 ERU당 10개 우수 보유 크레딧(Stormwater Retention Credit)의 2020년 회계연도 
시장가만큼 승인된 지원 금액을 삭감할 것입니다.
당 기관이 당 기관 부지에 일정 그린 인프라를 설치했지만, 최소 10% 유수 감축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 기관은 우수 완화 계획에 대해 복수의 완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 기관의 10% 요건을 위한 현 노력에 적용될 것이며 귀 기관이 1개 
이상의 다른 이용 가능한 옵션을 통해 차이를 보상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당 기관 부지에 그린 인프라를 설치하는 데 어떤 DOEE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까요?
비영리 단체는 리버스마트 커뮤니티(RiverSmart Communities)를 통해 디자인/건설 프로젝트 자금을 신청하거나 DOEE의 SRC 교환 프로그램(SRC 
Trading program)을 통해 SRC를 병합하는 사업체와 협력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RC를 병합하는 사업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SRC-병합 사업체(SRC-Aggregating Business)는 현장 적합성 평가와 다른 사람의 부지에서 대규모 그린 인프라 프로젝트를 디자인 및 설치하는 데 
경험이 있는 기관입니다. DOEE 웹사이트의 관심 있는 SRC 병합 사업체 명단(Interested SRC Aggregators List)에서 그러한 사업체를 검색하거나 
관심 있는 부지 소유주 명단(Interested Property Owners List)에 본인의 이름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격 요건 또는 승인을 받은 우수 완화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누구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까?
Matt Johnson에게 CRIAC.Nonprofit@dc.gov 또는 (202) 741-0861번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