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용. 온라인신청용.  

신청방법: https://commercegrants.com

Working Washington 보조금: 제4차프로그램

워싱턴주 Working Washington(일하는워싱턴) 보조금: 제4차프로그램은 2021년 3월말에

시작됩니다. 유자격사업장에최대 $25,000 보조금이제공됩니다(지원액은상이하며

Commerce 또는협력기관으로부터수령한이전 Working Washington 보조금및법률에

명시된우선순위고려예정). 

본프로그램은 COVID-19 행정명령및관련된보건및안전방역조치로인해경제적

어려움을겪은영리목적의소상공인을지원하는데역점을둡니다. 주의회는본

프로그램을위해 2억 4천만달러를승인했습니다(2021년 2월 19일 ESHB 1368, 법안에

서명). 

워싱턴주 Department of Commerce(상무부)는웹사이트 https://www.commercegrants.com에

정보와번역자료를게시할예정입니다. 신청포털이개설되면사업주는궁금한사항이나

지원을위해기술지원센터에문의하실수있습니다. 다양한언어로지원을받으실수

있습니다. 

전반적일정

 3월 29일: 신청포털개설. 신청기간은 12일간지속. 

 4월중순~말: 신청심사

 5월: Commerce에서보조금수혜대상자에게고지및기금지급

신청절차관련주요세부정보등궁금하신사항에답변해드리는자주묻는질문

문서[https://commercegrants.com/grant-4/faqs 링크]를제공해드립니다. 해당문서를꼼꼼히

읽어보시기바랍니다. 

워싱턴주 Department of Commerce는신청절차를관리하고지원금을지급하기위해

Submittable과협력합니다. 현재 Submittable 계정이없는경우, 양식에액세스하기전에

등록하라는메시지가표시됩니다. Submittable은 Google Chrome, Mozilla Firefox 또는

https://commercegrants.com/
https://app.leg.wa.gov/billsummary?BillNumber=1368&Year=2021&Initiative=false
https://www.governor.wa.gov/news-media/inslee-signs-22-billion-covid-relief-bill
https://www.governor.wa.gov/news-media/inslee-signs-22-billion-covid-relief-bill
https://www.commercegrants.com/
https://commercegrants.com/grant-4/fa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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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Safari를브라우저로사용하실것을권장합니다. Submittable에유효계정이있는

경우, 아래에서 Working Washington 보조금: 제4차신청을진행하실수있습니다.  

지원금수혜자는 5월중순까지이메일로통보를받습니다. 지원금관련이메일은

워싱턴주 Department of Commerce가아닌 Submittable에서발송되므로스팸폴더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Working Washington 보조금: 제4차프로그램 – 보조금신청질문

자격대상결정: 

1. 귀하는워싱턴주에서영리목적의영세사업장을소유및운영하십니까?  

예 / 아니요

정의: 영리목적의영세사업장(소상공인)이란수익을목적으로운영하는사업장으로

자영업자, 독립계약업자, 1099 종사자및/또는등록된 '영리목적' 사업체(예: C-법인, S-법인, 

사회적목적법인,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로구성될수있음.  

2. 2019년귀사업장의연간총수익이 $25,000~$5,000,000였습니까?* 

예 / 아니요

3. 2020년 1월 1일이전에사업을운영하고계셨습니까?* 

예 / 아니요

4. 귀사업장은수익의 51% 이상을워싱턴주에서창출합니까?* 

예 / 아니요

5. 임대료, 공과금등과같은직접경비를지불하는워싱턴주내의물리적소재지(집과별도)에서

사업장을운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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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요

6. 2019년과 2020년사이에수익의감소또는손실을겪으셨습니까?* 

예 / 아니요

7. 2021년에사업장을영구폐업할계획이십니까?* 

예 / 아니요

8. 차량공유회사(예: Uber) 또는휴가또는단기임대세대(예: Airbnb 또는 VRBO)의

호스트/운영자로서보조금을받으려고하십니까?* 

예 / 아니요

사업장정보: 

1. 사업장법인명* 

면허증에표시된대로사업장의법인명을입력하십시오.  

2. 사업장 DBA(“Does Business As(상호)”), 해당하는경우

사업장법인명과다른경우 "Doing Business as" 상호를입력하십시오.  

3. 사업장에 Unified Business Identifier(UBI, 통합비즈니스식별) 번호가있습니까?* 

예 / 아니요

UBI 번호는여러주기관에등록하여워싱턴주에서의사업을허용하는 9자리숫자입니다. 주

발급 UBI 번호는과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또는사업자면허번호라고도합니다.  

*부족구성원소유의사업장이며워싱턴주에서연방차원으로인정하는부족에허가및

등록되어있는경우를제외하고 UBI 번호를반드시입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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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정보는자주묻는질문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3a. 워싱턴주비즈니스 UBI(9자리)*  

[제한: 9자리(XXXXXXXXX)] 

4. 연방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EIN)가있습니까? 

예 / 아니요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EIN, 고용주식별번호)는 Federal Tax Identification Number(TIN, 

연방과세식별번호)라고도하며, 기업을확인하는데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에는

EIN이필요합니다. Social Security number(소셜시큐리티번호)와마찬가지로 EIN 번호는

9자리이며연방정부에서지정합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IRS, 국세청)는이번호를

사용하여다양한영업세신고서를제출해야하는납세자를식별합니다. 

일반적인형식은 XX-XXXXXXX입니다. 

*자영업자이면이번호가필수사항이아니므로 EIN이없는경우 "아니요"를선택하십시오. 

이신청에는귀하의소셜시큐리티번호를제공하지않으셔도됩니다.  

자세한정보는자주묻는질문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4a. 연방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EIN) 

[제한: 10자리(XX-XXXXXXX)] 

5. 사업장주소(WA Department of Revenue(워싱턴주세무부)에명시된대로기재)  

거리주소라인* 

호실(선택사항) 

시

주

우편번호

카운티

6. WA Department of Revenue에명시된사업장주소와다른주소지에서사업을운영하십니까?* 

예 / 아니요

https://commercegrants.com/grant-4/faqs/
https://commercegrants.com/grant-4/fa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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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 물리적사업장주소

거리주소라인* 

호실(선택사항) 

시

주

우편번호

카운티

7.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NAICS, 북미산업분류시스템) 코드범주* 

[드롭다운에서선택] 

*요가스튜디오및카페와같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장의경우가장큰수익원과

관련된부문을선택하십시오. 

도움이필요하십니까? NAICS 코드를결정하는방법에대한지원지침을확인해보십시오.  

 NAICS 코드란:https://www.naics.com/what-is-a-naics-code-why-do-i-need-one/

 여기에서 6자리 NAICS 코드확인:https://www.naics.com/search

7a. 귀하의사업장을가장잘설명하는사업장의 6자리 NAICS 코드/업종을제공하시기바랍니다.* 

[드롭다운에서선택] 

8. 사업장운영을시작한해는언제입니까?* 

[드롭다운에서선택] 

9. 귀하의사업장은프랜차이즈입니까?* 

예 / 아니요

프랜차이즈란프랜차이즈가맹점(귀하사업장)이타인(가맹점영업권제공자)의전문지식, 

아이디어, 공정을합법적으로사용하여사업을시작할수있는비즈니스

기회입니다. Supercuts, Anytime Fitness, Subway 등이그예에해당합니다. 

https://www.naics.com/what-is-a-naics-code-why-do-i-need-one/
https://www.naics.c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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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귀하의사업장과그제품/서비스또는활동을기술해주십시오.* 

[100자로제한] 

11. COVID-19 감염병대유행으로인해귀사업장이받은타격을기술해주십시오.* 

[100자로제한] 

사업장배경: 

1. 2019년도귀사업장의총수익은얼마였습니까?* 

[$ USD] 

*숫자만입력하세요. 가장가까운정수로반올림하고콤마나소수점을포함하지않습니다. 

예: $85,450.15는 85450으로입력

총사업장수익은세금및기타비용을공제하기전에귀사업장에서제품또는서비스를

판매하여벌어들인금액입니다. 2019년세금신고서또는자영업자용 Schedule C(사업손익

명세) 라인에서찾을수있습니다:https://www.irs.gov/instructions/i1040sc

*해당보조금수혜대상이되시려면 2019년도세금신고서업로드는필수사항입니다. 

2. 2020년도귀사업장의총수익은얼마였습니까? 해당연도의세금신고를마치지않은경우

가장정확한추정치를제공해주십시오.* 

[$ USD] 

*숫자만입력하세요. 가장가까운정수로반올림하고콤마나소수점을포함하지않습니다. 

예: $85,450.15는 85450으로입력

총사업장수익은세금및기타비용을공제하기전에귀사업장에서제품또는서비스를

판매하여벌어들인금액입니다. 2020년세금신고서또는자영업자용 Schedule C(사업손익

명세) 라인에서찾을수있습니다:https://www.irs.gov/instructions/i1040sc 

https://www.irs.gov/instructions/i1040sc
https://www.irs.gov/instructions/i1040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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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VID-19 감염병으로인해추가비용이발생했습니까? 예를들어, 플라스틱가림막또는

칸막이, 직원용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PPE, 개인보호장비), 난방램프, 텐트또는최근의

안전및공중보건요건에따른개조를위해물품을구입한경우입니다. 추정액을선택하세요.* 

[드롭다운에서선택] 

4. 고객의대부분이기업고객(B2B)입니까, 아니면직접적인개인고객(B2C)입니까?* 

Business to Business(B2B) / Business to Consumer(B2C) / 모름

Business-to-business(B2B, 기업대기업)는제조업체와도매업체또는도매업체와소매업체가

관련되는등기업과기업간의거래형태입니다. 

Business-to-consumer(B2C, 기업대소비자)는기업과기업체의제품또는서비스의최종

사용자인소비자/고객간에제품및서비스를직접판매하는프로세스를의미합니다. 

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는대부분의기업은 B2C 기업이라고할수있습니다. 

5. 민족성* 

히스패닉계또는라틴계 / 비히스패닉계또는비라틴계 / 응답을거부함

6. 본인의사업장은다음구성원이최소 51%를소유및운영합니다.  

즉, 사업의 51% 이상을소유하고, 자본과전문지식의기여도를보이며, 관리및일상업무를

통제합니다.  

[해당사항모두선택] 

여성 / 미재향군인 / 아프리카계미국인/흑인 / 히스패닉계/라틴계 / 아시아계미국인 / 태평양섬

주민 / 하와이원주민 / 알래스카원주민 / 북미원주민 / LGBTQ+ / 응답을거부함

사업체영향: 

1. COVID-19로인해 2020년 3월 1일이후인력을감축했습니까? (본인은미포함)* 

예 / 아니요 / 직원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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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사업장은 2020년 3월 25일부터 2021년 2월 12일까지선언 20-25에따른정부명령에의해

영업을중단해야했습니까?* 

예 / 아니요 / 모름

3. 귀사업장은여전히임시영업중단상태이거나인원감축상태로운영되고있습니까?* 

예 / 아니요

사업장지원: 

1. 주지사의선언 20-25(“Stay Safe-Stay Healthy(안전하고건강하게지내세요)” 요건)로인해임시

영업중단이불가피했던경우사업장운영을유지하거나재개하는데기금이사용될지여부를

표시해주십시오.* 

운영유지 / 재개지원

선언 20-25 또는주지사가발표한 COVID-19 관련행정명령의결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2021년 3월 28일사이최소 1주일간모든사업활동을중단했거나사업소득을얻지못한경우

"재개지원"을선택하십시오. 

2. 어떤종류의재난극복기금, 대출및/또는보조금을받았으며그액수는얼마였습니까? 

[해당사항모두선택] 

보조금이나대출을전혀받지못함 / 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 임금보호프로그램) /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경제적피해재난대출) / 기타재난극복기금

본질문에응답한다고해서자격이박탈되지는않습니다. 

2a. 지급수령액* 

[$ USD] 

3. Commerce에서사업장구호보조금을제공할수있는다른기관과귀하의연락처정보를

공유하기를원하십니까?* 

예 / 아니요

https://www.governor.wa.gov/sites/default/files/proclamations/20-25%20Coronovirus%20Stay%20Safe-Stay%20Healthy%20%28tmp%29%20%28002%29.pdf
https://www.governor.wa.gov/sites/default/files/proclamations/20-25%20Coronovirus%20Stay%20Safe-Stay%20Healthy%20%28tmp%29%20%28002%29.pdf
https://www.governor.wa.gov/sites/default/files/proclamations/20-25%20Coronovirus%20Stay%20Safe-Stay%20Healthy%20%28tmp%29%20%28002%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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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e는여타의상업기관과귀하의금융정보나개인정보를공유하지않습니다.  

증명: 

증명 I 

본인은사업장을대표하여본제안서를제출할권한이있음을증명합니다.  

증명을확인하려면확인란을선택하십시오.* 

증명 II 

본인은본사업장이연령, 성별, 종교/신념,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또는민족성, 성적지향, 성

정체성또는표현, 장애, 혼인여부, 군인또는재향군인신분, 임신또는유전정보를기반으로

직원,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이나서비스제공또는고객과관련하여불법으로차별하지않음을

증명합니다.  

증명을확인하려면확인란을선택하십시오.* 

증명 III 

본인은제공된정보가정확하고신청자의사업활동을정당하게반영함을증명합니다. 본인은

Working Washington 보조금이지급될경우다음을증언합니다: 본제4차기금은 COVID-19 감염병

대유행의여파에의한재정적손실로인해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사이에발생한

비용을충당하는데사용될것이며다른 COVID-19 관련공공또는민간기금원으로충당되지

않는비용에사용될것입니다. 

본인은보조금수령후최대 6년간본사업장이영수증또는추가서류를제공하라는요청을받을

수있음을인정합니다. 본인은 Federal Treasury(연방재무부) 또는신청지침에따라보조금으로

지급된비용이부적격으로밝혀질경우보조지원금전액을 Commerce에환급할것을동의합니다. 

증명을확인하려면확인란을선택하십시오.* 

증명 IV 

본인은 2020년 3월 1일자로본인의사업장이유효하고주정부또는연방기관과의준수또는규제

문제가없음을증명합니다. 

증명을확인하려면확인란을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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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V 

본인은본인의사업장이파산신고를적극추구중이지않으며또한현/미결소송에적극연루되어

있지않음을증명합니다. 

증명을확인하려면확인란을선택하십시오.* 

증명 VI 

본인은본인의사업장이다음범주중하나에속하지않음을증명합니다. 

 마리화나/대마초운영허가를받은사업장

 정부기관또는선출공무원사무소

 패시브비즈니스, 투자회사및개인세금신고서에 Schedule E(임대소득명세)를신고한

투자자

 은행, 대출회사및채권매입업회사등주로대출업무에종사하는금융업무

 사회적으로바람직하지않은활동또는임대-소유사업및수표현금화사업과같이

약탈적성격으로간주될수있는활동에관여하는사업장

 외설적성적성격의사업장('성인' 사업) 

 주로정치또는로비활동에종사하는사업장

 규정에따라수용인원또는연령제한이외의사유로고객을제한하는사업장

 연방정부에의해자격이박탈된사업장

증명을확인하려면확인란을선택하십시오.* 

서명: 

주의사항: 다음필드(성명, 직책, 연락가능한전화번호및날짜)에데이터를입력하실경우, 

귀하께서는

1. 귀하가임원이거나신청자에대해법적구속력이있는계약을체결할수있는정당한

권한을부여받은기타대리인임을나타냅니다. 

2. 이보조금신청서를전자양식으로제출하는데동의하며, 이는전자거래로서그내용에

법적구속력을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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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필드에데이터를입력해전자서명을하는데동의합니다. 

성명

직책

연락가능한전화번호

날짜

**워싱턴주 Department of Commerce는제출된제4차 Working Washington 보조금신청에대해

재심사또는이의제기를받지않습니다. 신청서제출후오류수정또는편집은허용되지

않습니다. 추가보조금관련정보및기회에대한확인:   https://commercegrants.com/ 

참조용. 온라인신청용.  

신청방법: https://commercegrants.com

https://commercegrants.com/
https://commercegran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