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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3 : 워싱톤 소기업 보조금


최대 $ 20,000의 비상 자금 지원이 이번 주 초에 열립니다.


Jay Inslee 주지사는 사업 보조금으로 7 천만 달러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 중 5 천만 달
러는 워킹 워싱턴 소기업 보조금의 3 라운드입니다. 나머지는 복원력 보조금 프로그램의
이전 라운드에 적용한 적격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고 : 복원력 부여 프로그램을 신청 한 기업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사이트 트래픽이 높을 수 있으므로 페이지로드 시간이 영향을받을 수 있습
니다. 신청자는 인내심을 가지거나 이른 아침, 늦은 저녁 또는 주말과 같이 사용량이 많지
않은 시간에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3 차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보조금은 다음에 대해 우선 순위가 지정됩니다.
2019 년 연간 매출이 500 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및
최근 공중 보건 조치의 영향을 가장 많이받은 부문 또는 상당한 누적 영향을 경험 한 부
문의 기업. 예를 들어 풀 서비스 레스토랑, 피트니스 센터, 볼링장, 음악 및 이벤트 장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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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비영리 단체는 위에서 언급 한 것과 유사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주요 사업 활동이있
는 경우에도 자격이있을 수 있습니다. 예 – 비영리 풀 서비스 레스토랑 또는 비영리 음악
공연장.
커머스가 우선 순위 풀에서 적격 한 모든 신청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자금이 남아
있는 경우, 다른 부문의 추가 사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 나 연간 수익이 5 백만 달러 이상
인 보조금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추가 기준을 설명합니다.

보조금은 무엇을 지불합니까?
최대 보조금은 최대 $ 20,000입니다.
보조금은 COVID-19로 인해 발생하고 사업 운영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 또는 비용
만 충당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이 보조금으로 처리되는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이번 주에 온라인 지원 포털이 열리고이 페이지에 지원서 링크가 표시됩니다.
2020 년 12 월 11 일까지 접수 된 지원서가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커머스가 그 시점까지
제출하는 모든 지원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면 11 일 이후에 제출하는 지원자를 고
려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정보의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W-9 납세자 식별 번호 요청
사진이 부착 된 유효한 정부 발행 신분증 사본
부족 구성원 소유 사업의 경우 : 사업 활동이 부족 관할권 밖에서 수행되는 경우 면허 또
는 인증; 사업 활동이 부족 관할권 내에있는 경우 귀하를 사업으로 인정하는 부족의 서신
또는 증명서.
2019 년 세금 보고서 사본 또는 기타 2019 년 사업 총 수익 확인서.
물리적 위치가있는 사업체의 경우 임대, 세금 명세서, 공과금 청구서 등 해당 위치에 대
한 증거
NAICS 코드 또는 주요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명확한 설명. NAICS 코드는 도움이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NAICS 코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
다. NAICS 코드 란 무엇입니까? 및 NAICS 코드를 탐색 한 귀하의 비즈니스에 맞는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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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하세요!

지금 신청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bizgrants@commerce.wa.gov로 이메일을 보내 거나 다
음으로 전화하십시오.

(360) 725-5003
영어 이외의 언어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Commerce는 신청 절차를 도와 줄 수있는 비즈
니스 탄력성 파트너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Commerce Rural & Marketing Services Team에서 설계하고 관리합니다.

웹 사이트 접근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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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테마로 설계 | 에 의해 구동 워드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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