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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자금 지급 준비 

중소기업 성장 자금이란? 

Bowser 시장과 기획 경제 개발부 부시장실(Office of the Deputy Mayor for Planning & Economic Development, DMPED)은 소매, 전문 
서비스, 산업 기반 비즈니스 및 제조업 분야 내에서 대규모 자본 개선, 대규모 장비 구매 및 기술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DC 기반 
소기업들을 유지 및 확대하는데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성장 자금(Small Medium Business Growth Fund)에 54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중소기업 성장 자금의 수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 서비스(기술/생명 과학 기업 포함) 
• 산업 기반 
• 제조업 
• 소매업 
• 중소기업 투자 프로젝트(영리 및 비영리*) 
• 신규 사업체 및 기존 사업체 
• DC 액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기업 

소기업에 전달되는 보조금은 4가지 범주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체들은 다음 범주 중 하나의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 
자본 개선, 대형 장비 구입 및 소매점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500,000 지급.  

지역 제조업 
자본 개선, 지정 산업 용도가 있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규모 장비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0,000 지급. 

중소기업 투자 프로젝트 
DC 전역에 걸쳐 저개발 지역들과 신흥 지역들의 발전을 도모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600,000 지급. 참고: 
프로젝트는 12개월 시한 내에 결과물이 산출되어야 함. 

기술 발전 
자동화, AI, 머신 러닝, VR,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증강 현실,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프로세스 등의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00,0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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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청 자격이 되나요? 
중소기업 성장 자금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에 지급됩니다: 
 □ 신규 영리형 사업체(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법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DC에 본사를 둔 기존 영리형 사업체(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법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되는 사업체 
□ 기술 기반 기업, 전문 서비스, 산업 기반 및 제조업체 
□ 소매업 및 서비스 중심 사업체 

□ DC 액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 연간 매출액 최대 1,500만 달러 
□ 지역 비영리 단체(컬럼비아 특별구 내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조직되어야 하고, 국가 헌장의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건물을 소유해야 하며, 1층에 소매 
임차인이 있어야 함) 

□ 근로자 100인 미만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 2021년도 세금 보고서, 최근 3년간(2019, 2020, 2021) 연간 손익 

계산서 또는 최근 3년간(2019, 2020, 2021) 연간 재정 운영 
보고서 

□ DC 기본 사업 면허(DC Basic Business License) (여기에서 신청) 

□ 클린 핸즈 인증서(Certificate of Clean Hands)(신청 전 
90일 이내 날짜). 인증서 신청 방법 확인. 

부적격 사업 신청자 

□ 성인용 엔터테인먼트 
□ 자동차 정비소 
□ 은행 
□ 주류 판매점 
□ 바 또는 나이트클럽(주류 규제 관리국(Alcoholic Beverage Regulation Administration, ABRA) 인허가로 규정) 
□ 건설/종합계약/건축/설계-시공 
□ 전자상거래 사업 
□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의 지급 기간 동안 Great Streets Grant, DC Locally Made Manufacturing Grant, 

Neighborhood Prosperity Fund의 수혜 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오후 4시(동부 표준시)에 시작되고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오후 4시(동부 표준시)에 마감됩니다. 
신청서는 신청 안내서 및 자주 하는 질문(FAQ)과 함께 중소기업 성장 자금 페이지(https://www.obviouslydc.com/fy22-business-
funding-opportunities)에 게시됩니다. 
 
  

https://business.dc.gov/quick/9750
https://business.dc.gov/quick/9750
https://www.obviouslydc.com/fy22-business-funding-opportunities)
https://www.obviouslydc.com/fy22-business-funding-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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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자금 가상안 차트 

가상안 자격 여부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되는 가맹점이다 
 

사업장에 미용 및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 공간이 있다(예: 마사지 업소, 미용실, 체육관, 요가, 댄스 또는 
피트니스 스튜디오)  

사업이 전문서비스업(예: 회계, 마케팅, 법률) 부문이다 
 

사업이 양조업 부문이다 
 

DC 소매 공간 내 또는 DC 야외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지만 점포형 소매 업장을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지 않다 
 

DC 사업 면허 및/또는 점유 인증서(Certificate of Occupancy) 및/또는 클린 핸즈 인증서(Certificate of Clean 
Hands)가 취소 또는 만료된 사업체이다  

인큐베이터/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이수 증서를 받지 못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인 이번 회계연도에 Great Streets, Locally Made Manufacturing, 
Neighborhood Prosperity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이다  

자주 묻는 질문 

• 제 비즈니스가 중소기업 성장 자금 수령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기를 클릭해 자격 여부 차트를 확인해 
주세요. 

• 지급 통지서는 언제 받게 되나요? 6월 중순에 통지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최소 및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신청자가 선택한 자금 범주에 따라 최대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 저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성장 자금에 둘 이상의 사업체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주 식별 

번호(EIN)와 별도의 사업 면허를 가진 각 사업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주당 최대 두(2) 개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체가 DMV를 벗어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귀하의 사업체가 오직 컬럼비아 특별구 내에서 신규 
업장을 여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 신청은 경쟁 방식입니다. 자금 수혜 자격을 얻으시려면 업체는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신청서가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보조금 자격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GrantVantage 신청서에 SUBMIT(제출) 버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출 
버튼이 표시되지 않으면 신청서가 미비한 상태이며, 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검토하고 모든 질문과 확인란에 
답변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모든 신청서는 2022년 5월 27일 오후 4시(동부 표준시)까지 지정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DMPED 및 프로그램 협력기관은 가독 불가능, 미비 및/또는 규정을 벗어난 제출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다른 자금지원 신청에 사용했던 클린 핸즈 인증서를 똑같이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요. 신청서와 함께 최신 인증서(신청일 
전 90일 이내 날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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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기술 지원은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 DC 메인 스트리트 프로그램(DC Main Streets 
Program) 

• 사업 개선 지구(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BID) 

• 지역사회 기반 단체 

 
언어 통역 지원은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 시장실 소속 라틴 아메리카 주민국(Mayor's Office on 
Latino Affairs): (202) 671-2825 

• 시장실 소속 아프리카 주민국(Mayor's Office on African 
Affairs): (202) 727-5634 

• 시장실 소속 아시아 태평양 주민국(Mayor's Office on 
Asian and Pacific Islander Affairs): (202) 727-3120 

• 청각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신청자  

및 도움이 필요한 신청자는 SMBGrowthFund@dc.gov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기타 중소기업 자금 관련 문의 사항:  
SMBGrowthFund@dc.gov 

설명회- 여기에서 등록 

 

https://dslbd.dc.gov/service/DCMS
https://dslbd.dc.gov/service/DCMS
https://dslbd.dc.gov/service/business-improvement-districts-bids
https://dslbd.dc.gov/service/business-improvement-districts-bids
https://dslbd.dc.gov/service/business-improvement-districts-bids
https://dhcd.dc.gov/page/small-business-technical-assistance-cbos
mailto:SMBGrowthFund@dc.gov
mailto:SMBGrowthFund@dc.gov
https://app.smartsheet.com/b/form/9375baac529a428cbba28a687592361d
https://app.smartsheet.com/b/form/9375baac529a428cbba28a68759236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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