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king Washington 보조금: 제 4차

신청기간: 3월 29일~4월 9일

신청지원제공! 

신청방법: https://commercegrants.com

목적: 소규모영리목적사업장, 특히공중보건및안전조치로인해영업중단이불가피했던사업장

구제를위한보조기금제공

자격대상:물리적소재지(집과별도)가있으며 2019년총수익이 25,000~5백만달러인소규모영리

목적사업장

기금제공우선순위: 

 공중보건및안전요건으로인해영업중단이불가피했던사업장

 영업중단으로인해수익이손실된사업장

 안전한운영유지에필요한비용이증가한사업장

 역사적불이익집단이소유및운영하는사업장

 농촌지역등주전역에걸쳐공평한기금분배

신청기간:   

 온라인신청포털개시: 3월 29일오전

 신청접수마감일: 4월 9일오후 5:00(태평양표준시)

 신청방법: https://commercegrants.com

신청지원제공!  

 이메일 commercegrants@submittable.com

 영어콜센터 (855) 602-2722:  

월요일~금요일오전 8시~오후 7시, 토요일및일요일오후 1시~오후 5시

 다국어콜센터 (206) 333-0720:  

(암하라어, 아랍어, 영어, 북경어, 러시아어, 소말리아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및

베트남어)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오후 7시, 토요일및일요일오후 1시~오후 6시

https://commercegrants.com/
https://commercegrants.com/
mailto:commercegrants@submittable.com


 재난극복협력기관을통해신뢰할수있는커뮤니티메신저의기술지원

https://www.commerce.wa.gov/serving-communities/technical-assistance-from-trusted-
community-messengers/

필수서류: 

 2019년소득신고서사본(연방)  

 2020년소득신고서(연방), 신고한경우

2020년도서류가아직없는경우사업주는연총수익을증언및추정해야함

 WA State Unified Business Identifier number(UBI, 워싱턴주통합비즈니스식별번호) 

UBI가없는부족회원소유의사업장은대체사업인증서제공가능

이웹사이트에서귀사업자면허가자격유지상태인지확인하십시오: https://dor.wa.gov/open-

business/business-licensing-and-renewals-faqs#renewed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EIN, 연방고용주식별번호), 해당하는경우

 사진이부착된유효한정부발급신분증

 보조금을수령하는경우, W-9 양식작성필수

신청자격없음 — 다음유형의사업장및기관은해당보조금프로그램의수혜자격이

없습니다. 

수혜자격이없는사업장

 성인사업(외설의성적성격) 

 농업및양식업생산자(예: 농장및목장주) 

 보육서비스제공자(레크리에이션/엔터테인먼트제외) 

 금융회사(은행, 대출및채권매입업회사) 

 병원/의료서비스제공자(마사지/척추지압사등개인서비스는자격대상임) 

 마리화나/대마초운영

 패시브비즈니스(투자회사, Internal Revenue Service(IRS, 미국국세청)에 Schedule E(임대

소득명세)를신고한투자자) 

 정치또는주로로비활동수행

 약탈사업(임대-소유사업및수표현금화사업) 

 전문서비스(회계, 보험, 법률, 금융서비스/기업, 건축업등) 

 건물관리/부동산

 투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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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또는선출공무원사무소

 도서관

 비영리사업또는기관

 학교(프리스쿨, K-12 및고등교육) 

 현/미결소송에적극연루된사업장

 파산신고를적극추진중인사업장

 연방정부에의해자격이박탈된사업장

 2020년 3월현재준수또는규제문제가있는것으로확인된사업장

 주지사가발표한 COVID-19 관련명령을위반한것으로밝혀진사업장. 여기에는영업

중단명령에도계속해서영업을하거나사업장에적용되는 COVID-19 보건또는안전

수칙미준수도포함됨. 

 영구폐업했거나 2021년에영구폐업예정인사업장

 규정에따라수용인원또는연령제한이외의사유로고객을제한하는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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