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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소개 

시애틀 경제 개발국(Seattle 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 OED)은 제6자 중소기업 안정화 자금 

(Small Business Stabilization Fund, SBSF)을 통해 소규모 사업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가로 4백만 달 

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해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시애틀 전역의 소규모 사업제들은 

$20,000, $10,000 및 $5,0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중소기 업 안정화 자금 보조금은 상황할 필요 

가없습니다. 

해당 신청서는 2021 년 10렬 19일부터 2021 년 11 렬 9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및 수여 절차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제 개발국 웹사이트인 0ED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신청서 작성 시 도움은 

OED@seattle.g뿌르 이메일을 보내거나 (206) 684-8090으로 전화하십시오. 언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신청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정보를 저장하고 나중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 한 번에 신정서 작성을완료할수 있도록준비하십시오(약 20-30분소요)．시작하기 전에 기업 정 
보와 재무 정보를 준비하십시오. 

• 신정 안내서(Application Guide)를 잠조하시 면, 모든 질문율 앞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자금지원죄소자격요건 

중소기업 안정화자금보조금을 받으려면 귀하의 사업제는 다음을중족해야합니다: 

• 유효한시애틀시 사업자등록증보유. 

• 시의 사업 잊 직업(B&O)세 전액 납부 완료. 

•모든연방,주잊시 법률과규정준수. 

• 시애틀 시 경계 내에 우|지(해당 지도로 학인)· 킹 카운티의 비자지 지역에 위지한 사업체는 중소기 

업 안정화자금(SBSF)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두군데 이하의 사업장보유. 

• 2020 년 3월 1 일 기준으로 정규직에 상당하는 직원(FTE, 정규직 잊 주4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 
50명 이하(본 FTE 계산기를 사용하여 확인). 

• 2019년과 2020 년 시애틀 시 재무 잊 행정 서 비스부(Department of Finance and Administrative 

Services)에 보고된 사업 잊 직업(B&O)세의 연간 순수익이 $1,000 이상~ $2,000,000 이하. 

• 2021 년 10월 19일을 기준으로 조|소 24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체. 

• 독립적으로 소유된, 비프랜자이즈, 비제인 사업체. 

• 공연 예술 잊 소규모 기업 기술 지원에 중점을 둔 비영리 단제. 

• 실제적인 사업장(장조 산업 잊 푸드 트럭 제외)에서 운영하는 사업제. 당국의 FAQ에서 산업 범주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농산물 직거래 시장 잊 노점상들은 현재 시애틀 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가장 자주 방문 
하는 장소의 시애틀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시 사업 및 직업(B&O) 데이터에 따라, 신정한 보조금 종액과 상응 또는 이를 조과하는 연간 순 손 

실이 있어야합니다. 

다음과같은사업체는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주또는권한을위임 받은 대리인이 보조금신정을하지 않는 경우. 

• 단기 또는장기 임대 사업 또는부동산투자사업(개인 부동산,독립 부동산중개인,Airbnb,Vrbo 
등을 포함한 단기 임 대). 

• 택시, 승자 공유 또는 음식 배달 서비스(예: Uber, Lyft, Yellow Cab, Door Dash, Uber Eats 등) 제공 
기업 . 

• 대마조 상점, 재배 잊 조제 기업. 

• 시애틀 시 법(Seatt| e Municipa| Code)으요꼬에 따라 "성인 오락' 사업으로 규제도1는 경우. 

주가지원 

후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업데이트하고사업 및 직업(B&O)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 

십시오. 

선정 기준 및 수여 절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제 개발국(OED)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소규모 사 

업제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장의 COVID-19 웹샤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업데이트는 경제 개발국(ill.Q) 블로그에 게시됩니다. 

경제 개발국(ill.Q) 웹샤이트에 설명된 기타자원들도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제는 안전한 시작 워싱 턴(Safe Start 
Wash ing후)죄료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운영하는데 반드시 조1선을 다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제 소 

유주만이 이 신정서를작성할수 있으며 허위 정보를제공하는신정자는자동으로실격 저리됩니다. 

개인 정보처리 방침 안내문 

이 설문조사에 제공된 정보는 공개 기록으로 간주되며 공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 기록법, 

RCw 42.56장을 찰조하십시오 당국이 귀하의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당국의 

개인 정보 보호 정젝 준직을 장조하십시오. 

귀하의 기업은 킹 카운티의 백신 접종 확인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킹 카운티의 백신 접종 학인 정책과 해당 정책이 귀하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에서 더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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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business location 

귀사의 주요 사업장 위지를 기입해 주십시오:* 
주소 입력 시 나타나는옵선 중해당주소를선택하여 귀하의 기본사업장율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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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된 지오메트리가 없습니다. 

주소* 

예 1234 Main St 

주소 2 

도시* 

주
 

WA 

우편번호* 

1,} 

사업제의 우편 주소(위의 위지와 다른 경우) 
우편 주소가주요사업장주소와동일한 경우 이 칸을 비워 두십시오. 

주소 

e.g., 1234 Main St 

주소 2 

도시 

주
 

우편번호 

1,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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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정보 

법적 회사명(Business name)* 
시애틀 시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체 명을 기 입하십시오. 

사업제 상호(Doing BusinessAs, DBA}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인식도1는 구|사의 이름. 그러나 일부 사업제는 상호(Do i ng BusinessAs, DBA)가 없 

을수도 있습니다 

통합 비즈니스 식별{Unified Business Identifier, UBI) 번호* 
구|사의 통합 비즈니스 식별(UB I ) 번호는 회사를주 정부 기관에 등록하여 워싱턴에서 사업율할수 있게 

해주는 9자리 숫자입 니 다 국세정 웹 사이트 (https:// secu re.dor.wa.gov/gteunauth/_/) 에서 귀하의 통 

합 비즈니스 식 별(UB I )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시애틀 사업자 등록증 세금 증명서 번호(Seattle Business license Tax Certificate 
Number}* 
해당보조금을 신정하려면 유효한 시애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번호는 4-6자리입 

니다 구1 사의 사업자 등록증 번호를 확인하려면 시애틀의 면허 및 세금 관리(License and Tax 

Adm inistrat ion) 웹 사이트 https://www.seattle.gov/Iicense-and-tax-administration/fi nd -a-licensed

business를 방문하십 시 오. 

시애를 시 비즈니스 라이센스룰 찾을 수 없습니다• 
장고: 도시 고객 번호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 시애틀 시 금융(tax@seatt l e.gov) 또는 파일 로컬 

계정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비즈니스의 6자리 NAICS 코드란 무엇입니까? 
NAICS 코드는 라이센스 및 세무 관리 웹 사이트에서 유효한 시애틀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찾아서 찾을 

수 있습니 다 h.tl~gov/license-and-tax-admin istration/find -a-licensed-business. 

1,jl 

본인 포함,총 작원 수(파트타임 및 폴타임)는 몇 명입니까?* 

1,} 

고용된 모든 작원(사업주 포함)의 주당 종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주당 평균 25시간씩 일하는 직원이 1 0명인 경우, 주당 종 250 시간 근무를 나타내는 "250 "을 
입력하십시오. 

1,} 

뒤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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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세부정보 

당국에서는아래에 제공된 정보를사용하여 해당보조금신청서와관련된 업데이 
트에 대해 귀하와 귀사에 연락합 것입니다. 아래에 입력한 정보가 유효한지 학인 
하십시오. 

01름* 

성* 

전화번호* 

사업주의 휴대 전화도는 가장 적합한 연락저를 (206 ) 123-4567 의 형식으로 입 력하십 시오. 

전화번호재확인* 

이메일 주소* 

이메일주소재학인*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아래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하십 시오. 

O 영어 

。 스페인어 

。 광등어 

O 대만어 

O 타이산어 

。 표준중국어 

O 베트남어 

O 미국식수화 

O 암하라어 

O 아랍어 

O 부탄어 

O 버마어/카렌어 

O 콩고어 

O 페르시아어 

O 일본어 

O 한국어 

O 라오스어 

O 몬 크메르어/캄보디아어 

。 오로모어 

O 네팔어 

0 파슈토어/다리어 

O 러시아어 

。 소말리아어 

O 타갈로그어 

O 태국어 

O 후리냐어 

。 우.3.라이나어 

O 기타 

귀하는 히스패닉계, 라틴계 또는 스페인계입니까?* 

귀하의 인종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주요 범주에서 하나 또는 하냐 이상 선택하십시오. 

□ 아메리카 원주민또는알래스카원주민 

□ 아시아인 

口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 하와이 원주민또는 태평양섬 주민 

口 백인 

□ 중동인 또는 북아포리카인 

口 기타 

□ 무응답 선호 

본인의 성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해당 목록에서 선택하십시오 . 

사업제의 소유주는 몇 명입니까?* 

1,J 

뒤로 다음 5/1 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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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지원 

다음 질문들은 경제 개발국이 프로그램, 정보 및 자원을 통해 귀사와 같은 사업제 
릅 안정화하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입니다. 

현재 직면한 어려움에는 어떤 것듬이 있습니까?* 

口 COVID-19 대유행으로 기존의 붙평등이 악화 됨 

口 직접적이고 유연한 자본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口 디지털 접근 잊사용능력에서의 격자 

口

口

정보1자원에 대한 묻평등한 접근성(언어, 기술 등) 

상업 공간 임대 

口 。사중 감소 잊 비용 증가(개인 보호 장비 잊 기타 안전 비용, 공급망 ) 

口직원 복지에 대한 우려(주택‘ 교통, 정신 건강) 

口 정부 시스템 탐색에 대한어려응 

口 점포(s torefront) 관리에 관한 어 려옹 

口 규정의 경직성1명료성 

口 기타 

口 없음 

다음 증 귀하의 사업제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口 웹사이트 

口 소셜 미디어 

口 판매 시점 정보 관리(Po in t-o f-sa les, POS) 시스템 

口 근린 사업 개선 단제 찾기 

口 거리청소 

口 재정지윈 

口 건죽음피해지원 

口다중 언어 홍보 컬등 맞 지원(언어 접근성 학대 뜨는 근린 지역에 다중 언어 사용 직원 수용) 

口 식당 잊 식품 사업 지원(학장된 허가 옵선 유지 배달 앱 요금 제한 규정 준수 과정의 단순화) 

口근린 지역 마케 팅, 프로오선 또는 캡페 인 

口 근린 지역의 특정 필요 사항 해결 

口 사업 계획 

口 기타 

口 없음 

경제 개발국 및 협력 기관이 제공하는 다음의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 프 
로그램 중 구1하의 사업체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율까요?* 

口소셜 미디어, 웰 사이트 디자인 잊 전자상거래 자원율포합한 디지 털 교육 

口 법률서비스 

口 시정부 지원으| COVID 자원에 연결 

口 허가 잊 사업규정서비스 

□ 판대 시점 정보 관리(Po int-of-sil l P.、. POS) 시스템 

口 근린 사업 개선 단제 찾기 

口거 리 정소 및 미관을 위한 자원 

口회계 및재정교육자원 

口 건죽물피해지원 

口 다종 언어 홍보활등 잊 지원: 식당 잊 식품사업 지원(학장된 허가옵선 유지, 배달 앱 요금 

제한 또는 규정 준수 과정의 단순화) 

口 사업 계획 

口 주가지원필요없음 

口 기타 

COVID-19 관련 재정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모든 것을 제크하세 
요.* 

口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m, PPP) 

□
 

경제 피해 재해 대졸 자금(Ernnnmit. Injury Di~;i,tP.r Ln;in, EIDL) 

口 식 당 활성화 기금{Restaurant Revital ization Fu nd. RRF) 

口 폐쇄된 공연장 운영자 보조금(Shulle red Venue O pera tors Grant, SVOG) 

口

口

도시 안정화 보조금(Cily Slabilizalion Grar,l) 

킹 카운티 COVID 구호 기금(King County COVID Relie f Fund ) 

口 자선 또는 민간부문보조금 

口 워싱 턴주 보조금(Wash ington State grant) 

口 Scholarship Junk ies의 주점/음식 점 보조금 

口 기타 

口 없음 

보조금 지원 외에 귀하의 사업체에 어떤 유형의 COVID-19 관련 재정 지원이 필 
요할까요?* 

口 부 기 ( Bookkeepi n9) 

口 공급망 관리 

口 대출 

口 연방 대줄 지원(급여 보호 프로그렐 경제 피해 재해 대중 자금 등) 

口 기타 

口 없음 

귀하의 사업체에 새로운 웹사이트가 필요합니 까?* 

O 예 

O 아니요 

현재 Toast, Square, Shopify와 같은 판매 시점 정보 관리(POS) 시스템을 사용하 
고있습니까?* 

。 예
 

O 。t니요 

귀하의 사업체는 온라인으로 재품을 판매합니 까?* 

O 예 

O 아니요 

귀하의 사업체는 도로변 픽업율 제공합니까?* 

。 예
 

O 。四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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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 

Seattle OED Business Stabilization Grant 

자금지원 

신청하고자하는 보조금 금액은 얼마입니까?（잠고: 경제 개발국은 2019년과 
2020년 사업 및 직업(B&O)세 신고서를 검토하여 귀사의 수익 손실을 결정할 것 
입니다. 수익 손실을 계산할 때, 귀하의 사업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COVID 구호 
자금도 고려할 것입 니 다. 요청하는 보조금 금액은 귀사의 수익 손실 금액을 조과 
할수 없습니다.)＊ 

Note: Grant awa rd is determ ined by calculated reven ue loss between your businesses 2019 and 

2020 g ross ann ual revenue as reported on you r city Business & Occupation (B&O) taxes. 

Example: 
2019 Gross annua l revenue: $50,000 

2020 Gross annua l revenue: $30,000 

Revenue loss: $20,000 

Maximum grant amount you are eligible for: $20,000 

0 $5,000 

0 $10,000 

0 $20,000 

본인(사업주)은 경제 개발국이 본인 사업제의 시애를 시 사업 및 작업(B&O)세 신 
고 정보 사본을 입수하고 검토 및 검증할 수 있는 권한율 부여합니 다.* 

O 예 

O 아니요 

귀하의 사업제가 2020년 또는 2021 년에 정부 대줄 지원 자금을 받은 경우, 받은 
자금의 종 금액은 얼마입니까?（예: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경제 피해 재해 대 
줄 자금(EIDL), 중소기 업 안정 자금(SBSF), Working Washington, 식 당 활성화 기 
금(RRF) 또는 Scholarship Junkies.)* 

0 $0(어 떤 자금도 받은 적 없음) 

O 미 만 $1,000 

0 $1,001-$10,000 

0 $10,001-$20,001 

0 $20,001-30,001 

0 $30,001-$40,000 

0 $40,001-$50,001 

O 이상 $5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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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해당 보조금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O 경제개발국 웹사이트 

O 경제개발국블로그 

。 소셜 미 디 어 

O 소규모 사업체 상공회의소 

O 사업 개선 협회 

O 사업단제 

。 입소문 

O 기타 

본인은 워싱 턴 주법에 따라 위증 시 처 벌음 받는다는 조건 하에 상기 내용이 사실 
이고 정확함음 증명하거나 선언합니다. 제공된 모든 정보는 모든 해당 주 또는 연 
방 정부 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애틀 시 사업 및 직업(B&O)세 
신고 정보를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됩니다. 자금 지원을 위한 해당 
신청서에 서명하고 제줄함으로써 귀하는 경제 개발국이 귀사가 제줄한 세금 정보 
에 접근하고 검토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게 됩 니 다.* 

O 예 

O 아니요 

응용프로그램종료 
선정된 모든 신정자는 국세정(Interna l Reven ue Service, IRS) 문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고용주 식 별 번 
호(E I N), 이름 잊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 다. 이는 사업제의 연방 SS-4 양식, 20 1 9년 연방세 문 

서 에서 획인하거 나 국세 정 의 사업 및 특수 세금(B us i ness and Specialty Tax) 회 선 에 (800) 829-4933으 

로 전화하여 획인할 수 있습니다(대기 시간은 30분에서 60분 정도소요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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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종료 

신청서종료 
모든 신정자는 2022 년 1 월 31 일까지는 경제 개발국(OED)으로부터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수혜 
자로 선택될 경우, 경제 개발국(OED)은 신정서에 제줄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seattle.gov의 이 
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이메일을 발신하고 전화 연락(오전 9시~오후 5시)을할 것입니다. 

시애틀시 사업자등록 규정 준수에 관한 질문이 있으십니까? TAx@seatt|eg으L로 이메일 또는 (206)684-

8484로 전화하십시오. 

보조금 관련 질문 잊 더 많은 소규모 사업제 자원 정보는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질문이 있으십 니까? OED@seatt| e . g으L로 이메일 또는 (206)684-8090으로 전화하십시오. 주가 자원은 

다음을방문해주세요: 

• 경제 개발국(요답2) 소규모 샤업제 핸드북 

• 경제 개발국(요답2) 임대 계약 변경서 툴킷 

• 경제 개발국(요답2) 사업자 임대 제크리 .A.E 

• 경제 개발국(요답리 친황경 샤업 프로그램 잊 Envi roStars 

• 경제 개발국(요답2) 야간 유흥 시설 핸드북 

• 식품샤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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