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ohomish 카운티 Relief, Recover, and Resiliency (R3) 

(소규모 사업체 지원 프로그램) 

소개 
 

Snohomish 카운티 Small Business Relief, Recovery, and Resiliency (R3) Program(소규모 사업체 지원 

프로그램)은 네 가지 주요 목표가 있습니다: 
 

1. 소규모 사업체가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COVID-19 팬데믹으로 위협받는 지역 일자리를 보호합니다 

3. 커뮤니티 회복을 지원합니다 

4. 우리 커뮤니티 내 지역 사업체의 대응력을 향상합니다 
 

R3 프로그램을 통해 Snohomish 카운티에서 영업 중이며 COVID-19 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자격 있는 소규모 사업체는 다음 목적으로 현금 보조금을 신청할 기회가 있습니다: 
 

1. 대응력 향상 

2. 회복 지원 

3. COVID-19 와 관련한 수입 감소 영향 완화 지원 
 

Snohomish 카운티는 본 보조금 관리업체인 Workforce Snohomish 를 통해 자격 있는 소규모 

사업체에 최대 $25,000 의 일회성 현금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사업체는 간단한 

온라인 신청 절차를 따라 타당성 있는 필요와 사업체 대응력을 기준으로 $5,000, $10,000, $15,000, 

$20,000 또는 $25,000 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 보조금 및 주 보조금을 Snohomish 카운티에 사용하여 이번 보조금을 공급했습니다. 
 

일정 

날짜 활동 설명 

2021-01-19 신청서 접수 시작 N/A 

2021-01-28 공청 기간 마감 오후 5:00 

2021-02-02 신청서 접수 마감 오후 5:00 

2021-02-16 보조금 지급 발표 시간 미정 

2021-03-05 모든 보조금 수급자 합의서 작성 N/A 

지급 우선 순위 

적격 R3 신청서의 지급 우선 순위는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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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 다이닝, 소매, 환대산업,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기타 서비스 부문 사업체 등 극심한 

영향을 받은 부문의 사업체 
 

자격 

R3 수급 자격이 있는 소규모 사업체는 반드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COVID-19 팬데믹이 직접 원인이 되어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사업체 

• 사업체 소유자/직원을 포함해 전일제 상당 직원(FTE)이 20 인 이하인 사업체, 2020 년 1 월 

1 일 기준 FTE 를 기반으로 직원 수 계산 

• Washington 주 내에서 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체 

• Snohomish 카운티 내에서 최소 일 년 이상 운영한 사업체(신청 시점 기준) 

• 소송 또는 법적 조치에 걸린 상태가 아닌 사업체 

• 연방 자금 이용이 정지 또는 금지되지 않은 사업체 

• Snohomish 카운티 내에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사업체 

• 프랜차이즈가 아닌 사업체 - 대형 기업의 자회사가 아니고 자회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체인점이 아닌 사업체(Snohomish 카운티 내에 대다수의 지점이 위치한 경우 제외) 

• 고객의 나이를 만 18 세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는 사업체 

• 영리 사업체 

• 사업체는 이전에 다른 어떤 단체 또는 관할로부터도 연방 규정에 따라 케어스(CARES) 지원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알림: 2020 년에 R3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케어스(CARES) 지원 보조금을 받지 못한 

사업체는 이번 신청 기간에 자동으로 자격이 재고되므로 또다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금 사용 
수급 소규모 사업체는 다음 세 분류에 따라 승인되고 지급 가능한 항목에만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급여 및 복리후생 

급여 및 복리후생은 소유자 또는 임원이 수입 감소로 인해 급여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곧 
해고될 상황에 있는 직원을 유지하거나, 개인보호구(PPE) 사용 훈련을 위한 시간, 물리적 
지점에 안전 조치를 추가하기 위한 시간, 가상 사업 서비스 플랫폼 관련 도입 및/또는 훈련 
시간, 고객 및/또는 직원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프로세스 및 절차 업데이트 시간, 
기타 이와 관련된 비용 등 계획에 없던 COVID-19 관련 직원 비용과 직접 연관된 비용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시설 

시설에는 상업용 모기지, 공과금, 상업용 임차, COVID-19 위기 기간에 물리적 지점을 계속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타 필요 경비에 지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3. 매출 원가 및 일반 관리 비용(SGA) 

본 분류에는 예를 들어 사업체가 임시 디지털 전환(웹 캠, 화상 회의를 위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하도록 돕는 신규 장비, 사업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기타 일반 비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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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항목의 예시 중 일부 목록입니다: 

 

• 사업체와 관련 없는 구매에 대한 개인 신용카드 청구액 등 사업 외 부채 상환 

• 가족 신차 구매 또는 집 수리 등 개인적 비용 결제 

• 정치 활동에 직접 자금 지원 또는 세금 및 벌금 납부 

• 개인용품 구매 

• 약, 담배, 및/또는 알코올 구매 

• 식료품 및 엔터테인먼트 

• 보너스 

• 직접 사업 운영과 관련 없는 여행 

 

신청 절차 

신청서는 2021년 01월 19일부터 2021년 02월 02일 오후 5:00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1년 02월 

02일 오후 5:00 이후에는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반드시 다음 온라인 신청 포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workforcesnohomish.org/snocogrant 
 

신청 절차는 약 30분이 소요됩니다. 
 

소규모 사업체는 신청을 위해 다음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 법적 상호 

• 통합 사업체 식별자(UBI) 

• 사업장 주소 및 설립일 

• 소유자/신청자 연락처 

• 산업 부문 

• 2020 년 1 월 1 일 기준 Snohomish 카운티 내 FTE 직원 수 

• 2020 년 5 월 1 일 기준 Snohomish 카운티 내 FTE 직원 수 

• 사업체와 제품/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 

• COVID-19 팬데믹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대략적인 수입 감소 금액 

포함 

• 이번 보조금이 사업체가 고용 및/또는 유지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나타내는 대략적인 

일자리 수, 사업체가 결제 능력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설명, 해당 금액을 

요청한 타당한 이유 

• 상기한 세 가지 분류에 따라 요청한 자금의 사용 항목 구분: 급여 및 복리후생, 시설, 매출 

원가 및 일반 관리 비용 

• 사업체 본사 위치에 따른 Snohomish 카운티 내 자치구: 
https://snohomishcountywa.gov/906/Council-District-Maps 

 
 

신청서 검토 

https://workforcesnohomish.org/snocogrant
https://snohomishcountywa.gov/906/Council-District-Maps


 

4 | P a g e  
 

모든 신청서는 Workforce Snohomish 가 먼저 기본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우선 순위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 점수는 신청서에 작성한 우선 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 우선 순위” 섹션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우선 순위 점수를 배정받은 신청서는 R3 Rating Team (R3RT, R3 평가 

팀)으로 전달됩니다. 
 

R3RT는 우선 순위 점수, 신청서 이점, 자금 가용성을 기준으로 지급을 추천합니다. Snohomish 카운티 

및 Workforce Snohomish 는 보조금 일부 지급 권한이 있습니다. 
 

1 단계: WFS 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단계: WFS 가 신청서의 자격 및 우선 순위를 검토합니다 

3 단계: 적격 신청서를 R3 Rating Team (R3RT, R3 평가 팀)에 전송합니다 

4 단계: R3RT 가 이점, 우선 순위, 자금 가용성에 따라 지급을 추천합니다 

5 단계: R3RT 가 WFS 에 지급 추천을 알립니다 

6 단계: Snohomish 카운티와 WFS 가 R3 지급을 발표합니다 
 

지급 

Workforce Snohomish 는 약식 합의서를 작성하고 추천받은 소규모 사업체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은 일회성 현금 지급으로 제공됩니다. “보고” 섹션에 설명된 대로, 수급 소규모 

사업체는 해당 합의서에 따라 프로그램 종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용 및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모든 수급 소규모 사업체는 자금의 활용 방법과 그 결과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를 Workforce 

Snohomish 에 제공해야 합니다. Workforce Snohomish 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2021 년 

07 월 30 일입니다. 보고서 양식은 Workforce Snohomish 가 작성하여 지급 합의서와 함께 수급 

사업체에 제공합니다. 보고서는 길고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서에 작성할 결과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자금을 어떻게 활용했나 

• 자금이 사업체의 생존 및/또는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 

• 몇 명의 직원을 유지했나 

• 몇 명의 직원을 고용했나 

• 자금이 수입 창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 
 
 
 
 

사업 솔루션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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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체는 본 보조금 지급 절차의 결과와 관계없이 고용 관련 추가적인 필요에 대해 Workforce 

Snohomish 및 WorkSource Business Solutions 팀과 협력하기를 권장합니다. 
 

모든 Washington 거주자를 위한 무료 서비스인 WorkSource Business Solutions Team(BST, 사업 솔루션 

팀)은 SharedWork(업무 공유), Temporary Layoff(일시 해고), Incumbent Worker Training(재직 노동자 

훈련), Youth Internships(청년 인턴십), On-the-Job Training(사내 연수), Transitional Jobs(과도기 일자리) 

등의 고용 서비스로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Business Solutions Team(사업 솔루션 팀): WorkSource 팀은 인력 계획 필요와 관련하여 

오늘날 경제 상황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관리자와 인사 전문가를 지원합니다. 

• SharedWork(업무 공유):  BST 는 상담 및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고용안전국)의 

SharedWork(업무 공유) 프로그램 추천서를 제공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정규직의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 임금 감소분을 대체할 일부 실업 혜택을 사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 Temporary Layoff(일시 해고): BST 는 상담 및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고용안전국)의 

Temporary Layoff(일시 해고) 프로그램 추천서를 제공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전일제 직원을 최대 8 주까지 대기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중 전체 실업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 Incumbent Worker Training(재직 노동자 훈련):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 인력혁신기회법)에 따른 Incumbent Worker Training (IWT, 재직 노동자 훈련) 

프로그램은 지속 교육, 훈련, 그리고 재직 중 또는 기존 직원의 기술 향상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IWT 프로그램은 Snohomish 카운티 내 기존 사업체 직원의 기술 향상/임시 업무 

지원, 지역 사업체의 경쟁력 향상 및/또는 해고 가능성 감소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 Youth Internship(청년 인턴십): 최소 90 시간 이상 직장에서 계획적이고 구조적인 교육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턴십은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적절히 진행되며, 자격 있는 사람은 

WorkSource Youth Center(청년 센터)를 통해 Youth Internship(청년 인턴십) 임금에 대해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On-The-Job Training(사내 연수):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 

인력혁신기회법)가 후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으로, 사업체는 숙련 노동자를 고용 및 훈련하고 

한정된 기간 동안 해당 훈련자의 노고에 따른 임금을 최대 5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Transitional Jobs(과도기 일자리):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 

인력혁신기회법)가 후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으로, 구직자가 사내 업무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합니다. Transitional jobs(과도기 일자리)는 한정된 기간 동안 제공되는 유급 직업 

체험이며 최대 10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Business Solutions Team(사업 솔루션 팀)에 연락하려면, (425)921-3426 으로 전화하거나 

business.solutions@workforcesnohomish.org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세부 사항 

지급 기간 

보조금 신청 후 보조금 지급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예상 시작일은 2 월 중으로 정확한 날짜는 

미정입니다. 
 

제안서 준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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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에 드는 비용은 신청자의 단독 책임입니다. Workforce Snohomish는 이러한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철회 

제출된 신청서는 제안 마감일 이전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철회 요청서는 반드시 다음 이메일로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snocogrant@workforcesnohomish.org 
 

해명 절차 

Workforce Snohomish는 해명서를 받지 않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신청자에게 편집 가능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신청서의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자는 마감일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이후에 Workforce Snohomish는 변경된 신청서를 받지 않으며 모든 신청서는 

제출된 상태로 평가합니다. Workforce Snohomish는 마감일 이후 신청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문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사업체에서 다수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Workforce 

Snohomish는 최초의 제출물을 사용하며 다른 제출물은 모두 폐기합니다. 

 

개인 정보 처리 방침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개인 정보 및 사업체 재정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합의서 

Workforce Snohomish 와 사업체가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지급은 완결되지 않습니다. 

Workforce Snohomish 는 합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어떤 비용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금지 및 중지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관리예산실) 2 CFR 180 및 215 편에 따른 Federal Assistance(연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체는 해당 사업체가 프로그램의 참여 금지, 중지, 제외, 또는 부적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체는 금지 또는 중지된 외주업체와 

계약하지 않을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한계 

제안 요청서는 Workforce Snohomish 가 합의서를 제공하거나, 신청서 응답 준비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서비스나 물품을 조달 또는 계약한다는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Workforce 

Snohomish 는 본 신청의 결과로 접수한 모든 신청서를 수락 또는 거부하고, 모든 자격 있는 단체와 

협상하고, 지급을 연기하고, 본 신청의 일부 또는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Workforce Snohomish 

및/또는 Snohomish 카운티에 최선의 이익인 경우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급 취소 

Workforce Snohomish 는 새로운 연방, 주, 카운티 규정 또는 정책에 따라 프로그램의 목적 또는 

내용을 변경해야 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하거나, 자금 축소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협상이 필요한 경우, Workforce Snohomish 는 자금의 의무가 

사라지는 때 이후 육십(60) 일로 협상 기간을 제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균등 기회 

mailto:snocogrant@workforcesnohomis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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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 프로그램은 Workforce Snohomish 및 Snohomish 카운티가 주 및 연방의 균등 기회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업체도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임신, 출산, 의료 질환 관련, 

성 고정관념, 트랜스젠더 상태, 젠더 정체성 포함), 출신국(영어의 유창성 부족 포함), 나이, 장애, 

또는 정당 지지 또는 신념을 기반으로 하여 R3 자금의 일부 또는 전체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 참여가 제외되거나,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받지 않습니다. 

 
항소 절차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는 서술된 선정 절차를 기반으로 절차적 오류에 한정하여 결과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발표일 이후 칠(7) 역일 이내에 snocogrant@workforcesnohomish.org 를 

통해 항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 접수 시 업데이트 

질문은 공공 정보로 여겨지며, Workforce Snohomish가 관련 있다고 판단한 모든 연관 질문은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Workforce Snohomish 웹사이트에 접수 이후 일(1) 영업일 이내에 

답변과 함께 전부 게시됩니다. 

 

질문은 이메일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Workforce Snohomish 직원 또는 이사 및/또는 Snohomish 

카운티 직원 또는 대리인과의 대면 소통 또는 전화 등 다른 형식으로 제출한 질문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질문은 Workforce Snohomish에 snocogrant@workforcesnohomish.org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무자는 직원에 포함되나요? 

예, 급여 지급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직원에 포함됩니다. 
 

전일제 상당이란 무엇입니까? 

전일제 상당(FTE)의 계산 방법은 해당 회사의 주간 전일제 근무 시간으로 어떤 직원의 예정 근무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회사의 주간 근무 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주당 40시간 근무 예정인 

직원들은 1.0FTE입니다. 주당 20시간 근무 예정인 직원들은 0.5FTE입니다. 

 

신청자 이름과 제출 자료는 공개되나요? 

예. 제출된 신청서와 증명 자료는 42.56장 RCW에 따라 공개 기록됩니다. 
 

제 사업체는 주지사의 선언으로 인해 일시 휴업했으나 지금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주지사의 

선언으로 인해 사업체가 임시 휴업 중입니까?”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사업체가 주지사의 선언으로 인해 일시 휴업했으나 다시 문을 연 상태라면, “주지사의 선언으로 

인해 사업체가 임시 휴업 중입니까?” 질문에 “예”를 선택하십시오. 
 

PPP 프로그램에 신청 중입니다. R3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COVID-19 관련 다른 지원을 받은 사업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3 자금과 다른 COVID 관련 지원금은 

사용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입이 25% 이상 감소해야 신청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계산하는 데 어떤 

기간을 포함해야 하나요(며칠부터 며칠까지)? 

mailto:snocogrant@workforcesnohomish.org
mailto:snocogrant@workforcesnohomis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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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체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25% 수입 감소를 평가하는 

방법은 신청자가 결정합니다. 신청서에는 수입 감소 및 수입 감소가 팬데믹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칸이 모두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영업 중이어야 하나요? 현재 명령에 따라 휴업 중입니다. 

휴업 명령에 따라 일시 휴업 중인 사업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A Emergency Economic Injury Impact(긴급피해구제) 프로그램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즉시 

제외되나요? 

COVID-19 관련 다른 지원을 받은 사업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3 자금과 다른 COVID 관련 지원금은 

사용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절 한정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급여 지급상 연중 직원은 일곱 명뿐입니다.  

다음 요건에 따른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체 소유자/직원을 포함) 직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체, 2020년 1월 1일 기준 직원 수를 기반으로 직원 수 계산  

예, 귀하의 사업체는 해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타 모든 요건도 적용됩니다. 
 

비영리 조직은 R3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나요? 

아니요, 비영리 조직은 R3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점이 여러 곳인 사업체가 있습니다. 사업체는 반드시 20인 이하의 FTE 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한 지점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직원 수는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별도의 UBI 번호가 있는 관련 사업체는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Snohomish 카운티 내에 소규모 지역 사업체가 있습니다. 2019년 말에 운영을 시작했는데, 이번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될까요? 

사업체는 반드시 Snohomish 카운티 내에서 최소 일(1) 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신청 시점 기준). 

 

“선착순”인가요 아니면 신청 마감일 이후에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나요? 

지급 결정의 기준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보조금이 일부 지급될 수도 있나요(예: 신청자가 $25,000를 요청했으나 전액이 거부된 경우, 요청한 

전액보다 적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요청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신청자의 재량입니다. 평가 팀의 

재량과 이용 가능한 자금에 따라 일부 자금이 보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사본을 받고 싶습니다. 

신청서 사본은 제출 후 제공한 이메일로 자동 발송됩니다. 
 

보조금 비용 처리에 임차 비용을 포함할 수 있나요? 

예, 임차 비용은 보조금의 지급 가능한 용도입니다. 
 

임시 해고, 대기 중 또는 근무 시간이 감소된 노동자는 직원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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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일 기준 임시 해고 또는 대기 중인 노동자는 직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무 

시간이 감소된 노동자는 직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FTE 계산에 따라). 
 

R3 보조금 프로그램은 서류 미비 이민자 또는 난민이 소유한 사업체의 신청서를 인정하나요? 

사업체는 반드시 노동 권한이 있는 개인이 소유해야 합니다. 난민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권장합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돈을 상환해야 하나요? 

아니요, 보조금 합의서에 따라 돈을 사용하는 한 돈을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조금은 대출이 

아닙니다. 
 

보조금 금액이 $25,000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조금은 $5,000 단위로 지급됩니다. 사업체는 $5,000, $10,000, $15,000, $20,000 또는 $25,000의 

보조금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당 신청서는 하나만 인정됩니다. 지급 금액은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사업체에 공평하게 분배하는 동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농산물 직판장의 판매자는 자격이 되나요? 

예, 자금 기준을 충족한다면 자격이 됩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Washington주에 등록해야 하나요? 

예. 
 

보조금을 받으려면 사업 면허가 필요한가요?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구역에 사업 면허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유효한 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면허가 만료된 경우, Workforce Snohomish 

직원이 면허 갱신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선정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유효한 사업 면허, 해당하는 경우 UBI 번호, DUNS 번호(선택 사항), 비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W9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병합되지 않은 Snohomish 카운티에 있는 경우 자격이 되나요? 

예. 
 

보조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수급 사업체의 운영 비용으로만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비용은 급여 및 임차 비용 지급 

등 사업체의 일상적인 거래 운영으로 정의됩니다. “자금 사용” 섹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어디에 있어야 신청 자격이 있나요? 

본 프로그램은 Snohomish 카운티 경계 내에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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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orce Snohomish는 균등 기회 사업자/프로그램입니다. 요청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조 지원 및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Washington 중계 711. 



2020-06-03 Snohomish 카운티 Small Business Relief, Recovery, and Resiliency (R3) Grant Program(소규모 사업체 보조금 프로그램) 

 

https://www.cognitoforms.com/WorkforceSnohomish1/SnohomishCountySmallBusinessReliefRecoveryAndResiliencyR3GrantProgramApplication2 1/7 

 

 

주소 2 

주소 1 

예시 123456789 

 

 
 
 
 
 
 
 

Snohomish 카운티 Small Business Relief, Recovery, and Resiliency 
(R3) Grant Program(소규모 사업체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서 

귀하의 사업체가 해당 보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수급 요건 및 추가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workforcesnohomish.org/snocogrant/#eligibility 

사업체 정보 
법적 상호 * 

 
 
DBA 이름, 해당하는 경우 
 
 
UBI 번호 * 
 
 
 

사업장 주소 * 

 

 

사업체 웹사이트 

 
 

시 주 우편번호 

http://www.cognitoforms.com/WorkforceSnohomish1/SnohomishCountySmallBusinessReliefRecoveryAndResiliencyR3GrantProgramApplication2
https://www.workforcesnohomish.org/snocogrant/#eligibility
https://www.workforcesnohomish.org/snocogrant/#e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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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homish 카운티 내에 해당 
사업체의 지점이 다수 있습니까? 

  예   아니요 
 
‘예’인 경우, Snohomish 카운티 내의 
모든 지점을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Snohomish 카운티 내 설립일 * 

사업장 주소는 우편 주소와 
동일합니까? 

  예   아니요 

 
 
신청자 이름(CEO / 대표 / 소유자) 
* 

 
신청자 전화번호  * 

 
 

우편 주소 

 
 

 

신청자 이메일 * 

 

산업 부문 - 아래 부문 중 최소한 하나 이상 선택하십시오. ‘기타’인 경우, 
아래 박스에 입력해 주십시오 * 

 소매 및 서비스 
 식당 / 다이닝 

 

주소 1 

주소 2 

시 주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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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제조 

사업체가 우선 순위 업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Snohomish 카운티 내 전일제 상당(FTE) 직원 수, 
2020년 1월 1일 기준 * 

 

Snohomish 카운티 내 전일제 상당(FTE) 직원 수, 
2020년 5월 1일 기준 * 

 
 

전일제 상당 직원이란 무엇입니까? 

전일제 상당(FTE)의 계산 방법은 해당 회사의 주간 전일제 근무 시간으로 
어떤 직원의 예정 근무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회사의 주간 근무 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주당 40시간 근무 예정인 직원들은 1.0FTE입니다. 주당 
20시간 근무 예정인 직원들은 0.5FTE입니다.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소수자 소유 사업체 자격 
 재향 군인 소유 사업체 자격 
 여성 소유 사업체 자격 
 LGBTQ 소유 사업체 자격 
 해당 없음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사업체와 제품/서비스를 간략히 설명하십시오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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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자 

COVID 19 영향 
COVID 19 팬데믹으로 사업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최대 500자 

영향이 시작된 것은 언제입니까? * 

 
 
COVID 19가 원인이 되어 사업체의 수입이 25% 이상 감소했습니까? 

  예   아니요 

‘예’인 경우,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최대 200자 

주지사의 선언으로 인해 사업체가 임시 휴업 중입니까? 
  예   아니요 

사업체가 폐업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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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음    보통    낮음 

이번 보조금이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예   아니요 

이번 보조금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예   아니요 

그렇다면, 몇 명이나 유지할 수 있습니까? 

 

사업체가 COVID 19 관련 주, 연방, 기타 자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예’인 경우, 이러한 자금은 어떻게 달리 사용됩니까? 

 
최대 200자 

보조금 요청 금액 및 예산 
요청 금액 *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적격 비용에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간략히 작성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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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임차/모기지, 공과금, 부채, 보험, 매출 원가 등이 포함됩니다. 최대 300자. 

이번 보조금이 사업체가 결제할 능력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고 해당 금액을 요청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 주십시오 * 

 
최대 500자 

Snohomish 카운티의 자치구 
하나를 표시해 주십시오 * 

  1구역: Arlington, Granite Falls, Marysville, Stanwood 
 2구역: Everett, Mukilteo 및 Tulalip 
  3구역: Edmonds, Lynwood, Woodway 
  4구역: Bothell, Brier, Mill Creek, Mountlake 
  5구역: Gold Bar, Index, Lake Stevens, Monroe, Snohomish, Sultan, 
  모름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snohomishcountywa.gov/906/Council-District-Maps 

 
           저는 본 신청서에 작성한 정보가 제가 아는 한 진실이며 올바르고 제가 
해당 사업체의 권한 있는 대리인임을 증명합니다. 저는 Workforce 
Snohomish가 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자료 및 증명서의 정확도를 
신뢰할 것임을 이해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보조금을 
상환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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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이 승인될 경우 응답의 정확도를 증명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명 * 

 

저는 해당 사업체의 권한 있는 대리인임을 증명합니다. 
 

날짜 * 

 
 
Workforce Snohomish는 균등 기회 사업자/프로그램입니다. 요청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조 지원 및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Washington 중계 71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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