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를 투과성 포장재 

또는 초목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환급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리소스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부동산 소유자는 DC의 대상 구역(이 지도에서 파란색)에 있는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또는 커뮤니티 공간의 콘크리트, 아스팔트 또는 벽돌을 

투과성 포장재 또는 초목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과성 표면은 빗물을 모으고 임시로 저장하여 오염된 물이 

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DC 정부는 귀하가 초목으로 교체하는 

지표면의 평방피트당 $5, 투과성 포장재로 교체하는 평방피트당 $10의 

일회성 환급을 제공합니다. 최대 $4,000까지 받을 수 있으며, 프로젝트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RiverSmart 환급(RiverSmart Rebates)이라고 하며 현지 

비영리 단체인 Alliance for the Chesapeake Bay와 협력하여 에너지 

환경부에서 제공합니다.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설명이 모두 사실인 경우 자격을 가집니다. 

● 귀하가 DC의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예배당 또는 커뮤니티 공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건물이 DC의 시 빗물 하수 시스템에 속해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주소를 검색하십시오. 해당 건물이 파란색 블록에 있는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가집니다. 

● 건물이 현지 강우유출수 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프로젝트에 참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Carly 

https://www.arcgis.com/home/webmap/viewer.html?webmap=8e0e05a56c5f40f6bcee32e033d1a7f5&extent=-77.241,38.7851,-76.7978,39.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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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rcgis.com/home/webmap/viewer.html?webmap=8e0e05a56c5f40f6bcee32e033d1a7f5&extent=-77.241,38.7851,-76.7978,39.0029
https://www.arcgis.com/home/webmap/viewer.html?webmap=8e0e05a56c5f40f6bcee32e033d1a7f5&extent=-77.241,38.7851,-76.7978,39.0029
https://doee.dc.gov/node/10372


Starobin (cstarobin@allianceforthebay.org)에 귀하의 자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건물이 DC에 있는 한, DC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설치하고 싶은 것이 초목인지 투과성 포장재인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해당 영역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해야 합니다. 귀하의 

부동산에 가장 적합한 옵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현지 

비영리 파트너인 Alliance for the Chesapeake Bay의 Carly Starobin 

(cstarobin@allianceforthebay.org)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2. 투과성 표면 가이드의 사진 팁을 따라, 원래 표면의 “설치 전” 사진을 

촬영하여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3. 계약 업체 또는 조경사를 선택합니다. 투과성 포장재를 설치하는 

경우,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고 “PICP 인증”이라는 전문 

교육을 완료한 계약 업체를 선택하면 됩니다. 환급 프로그램을 잘 

아는 계약 업체 목록을 제공해 드립니다. 초목을 설치하는 경우 

조경사와 함께 작업하거나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선택한 위치를 테스트하여 토양에서 물이 얼마나 빨리 배수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여과 검사라고 합니다. 신청서의 여과 검사 

워크시트를 작성합니다. 계약 업체와 협력하는 경우, 계약 업체가 이 

단계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5. 디자인 스케치와 항목별 예산을 준비합니다. 디자인은 투과성 표면 

가이드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산 책정 시 신청서 

패키지의 항목별 송장 워크시트 샘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계약 

업체와 협력하는 경우, 계약 업체가 이 단계를 도와드립니다. 디자인 

및 송장 섹션을 작성하는 대신 업체의 제안서를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처 양식과 유지보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RiverSmart 

리워드(RiverSmart Rewards)라고 하는 DC Water 수도 요금 할인을 

신청하는 양식 역시 신청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mailto:cstarobin@alliancefortheba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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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평방피트가 넘는 투과성 포장재를 설치하는 경우, 보충 

워크시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7. 작성한 신청서, 유지보수 계약서, 여과 검사 워크시트, 항목별 송장 및 

설치 전 사진을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Alliance의 Carly 

Starobin(cstarobin@allianceforthebay.org)에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다음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Carly Starobin 
Alliance for the Chesapeake Bay 
729 8th Street SE, Suite 200 
Washington, DC 20003 

 

프로젝트를 설치하기 전에 이를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려서 투과성 표면 

가이드에 나와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귀하가 

프로젝트를 설치한 후 최대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의 

신청서는 여전히 고려대상입니다. 하지만 투과성 표면 가이드에 나열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지원 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 1~3주 내에 Alliance for the Chesapeake Bay (또는 간략하게 Alliance)가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침투성 표면을 설치할 위치를 점검하는 

일정을 잡기 위해 귀하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할 것입니다. 

이미 RiverSmart Homes 프로그램을 통해 점검을 받은 경우, 또 다른 

점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Alliance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귀하가 직접 투과성 표면을 

설치하거나 계약 업체와 함께 설치합니다. 선택 사항이지만, 

프로젝트 완료 양식에 첨부할 설치 과정 사진을 찍어도 

좋습니다(5단계 참조). 5단계를 위해 송장 또는 영수증을 모두 

보관합니다. 

https://doe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ddoe/service_content/attachments/Permeable%20Surface%20Rebate%20Program%20Large%20Project%20Supplement%281%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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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e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ddoe/service_content/attachments/Permeable%20Surface%20Rebate%20Program%20Applicant%20Guide%281%29.pdf
https://www.frontdoor.dc.gov/riversmart-homes


3. 투과성 표면 가이드의 모든 기준을 충족함을 보여주는 투과성 표면의 

"설치 후" 사진을 찍습니다. 이 사진을 프로젝트 완료 양식에 

첨부합니다(5단계 참조). 

4. 최종 디자인 및 설치 비용에 대한 정보를 담은 프로젝트 완료 양식을 

작성합니다. 

5. 프로젝트 완료 양식, 지불 완료된 모든 송장 및 설치 후 사진을 

cstarobin@allianceforthebay.org로 Carly Starobin에게 제출합니다. 

6. 1~3주 내에 Alliance가 귀하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투과성 표면 점검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7. Alliance가 귀하의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승인한 후 2~6주 내에, 

귀하의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환급 수표를 보내드립니다. 

8. 유지보수 가이드에 따라 식물에 물 주기, 잡초 제거하기 및 쓸기 등 

투과성 표면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합니다. 추가 조언이 필요한 경우, 

cstarobin@allianceforthebay.org로 이메일을 보내 Carly Starobin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9. DC 정부 또는 Alliance는 모든 것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 목적으로 임의로 귀하의 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프로젝트가 선정되면 점검 일정을 예약하기 위해 

귀하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드립니다. 

귀하의 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변경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신청 재평가를 위해 수정된 디자인 

스케치, 항목별 송장, 여과 테스트 워크시트 및/또는 설치 전 사진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적격 신청자가 환급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귀하의 프로젝트가 투과성 표면 가이드에 나열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프로젝트 디자인을 

변경하는 경우, Carly Starobi (cstarobin@allianceforthebay.org)에게 

연락하여 귀하가 여전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야 할 추가 요건이 있습니까? 

https://doe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ddoe/service_content/attachments/Permeable%20Surface%20Rebate%20Program%20Applicant%20Guide%281%29.pdf
https://doe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ddoe/service_content/attachments/Permeable%20Surface%20Rebate%20Program%20Project%20Completion%20Form%281%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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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e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ddoe/service_content/attachments/Pervious%20Pavers%20Care%20Shee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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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e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ddoe/service_content/attachments/Permeable%20Surface%20Rebate%20Program%20Applicant%20Guide%281%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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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넓이는 초목을 사용하는 경우 최소 200평방피트, 투과성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 100평방피트여야 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가 요건 및 허가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 및 규제업무 부서의 주택소유자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질문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먼저, 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202) 903-6533번으로 전화하여 Alliance for the Chesapeake 

Bay의 Carly Starobin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투과성 표면 환급 

질문(Permeable Surface Rebate Question)”이라는 제목으로 

cstarobin@allianceforthebay.org로 Carly에게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DC 정부 관계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해 상담하고 싶은 경우,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에 (202) 535-2252로 RiverSmart Homes 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투과성 표면 환급 질문(Permeable Surface 

Rebate Question)”이라는 제목으로 riversmarthomes@dc.gov로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유틸리티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하의 집을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환급은 처리 구역의 크기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귀하는 초목으로 

교체하는 지표면의 평방피트당 $5, 투과성 포장재로 교체하는 평방피트당 

$10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000 또는 프로젝트의 비용을 

https://dcra.dc.gov/page/homeowners-center
mailto:cstarobin@allianceforthebay.org
mailto:riversmarthomes@dc.gov
https://www.frontdoor.dc.gov/environmentally-friendly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평방피트의 벽돌 파티오를 투과성 

포장재로 교체하는 경우, $2,000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종 

식물이나 풀과 같은 초목으로 교체하면 $1,000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음수나 빗물 정원과 같은 다른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환급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하가 직접 또는 귀하가 선택한 설치자를 통해 적격한 친환경 

프로젝트를 설치할 경우, 귀하는 DC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 신청 절차 및 환급 금액은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설치 

전에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DC 정부가 제공하는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빗물 보유 능력이 뛰어난 식물의 성장을 지원하는 옥상 정원 

● 오염된 빗물 유출을 정화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빗물 정원 

● 빗물을 모아 보관하여 나중에 정원에 물을 주거나 세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빗물통 

● 토양에 빗물을 보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녹음수 

투과성 포장재를 설치하는 데 다른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RiverSmart 리워드(RiverSmart Rewards)라고 

하는 DC Water 수도 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이 할인은 

투과성 포장재와 같은 적격의 친환경 프로젝트로 건물의 빗물 유출을 

방지하는 부동산 소유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친환경 프로젝트가 DC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https://www.frontdoor.dc.gov/riversmart-rooftops
https://www.frontdoor.dc.gov/riversmart-gardens
https://www.frontdoor.dc.gov/rain-barrels
https://www.frontdoor.dc.gov/riversmart-trees
https://www.frontdoor.dc.gov/riversmart-rewards


빗물통, 빗물 정원, 녹음수와 같은 친환경 프로젝트는 건물에서 흘러나와 

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된 빗물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애너코스티어 강, 포토맥 강, 록 크리크를 유해한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귀하의 상황이 변경되어 귀하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면 

환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1년 5월에 최종 업데이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