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레이트 스트리트(Great Streets)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준비 

그레이트 스트리트 소상공인 지원금이란? 

그레이트 스트리트 소상공인 지원금(Great Streets Retail Small Business Grant, 이하 "지원금")의 목적은 기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체를 유치하고, DC의 세금 기반을 확충하고, DC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며, 지정된 신흥 상업지구를 매력적이고 
번영하는 중심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레이트 스트리트 지원금은 경쟁적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지원금 수혜자는 회랑 지대에 대한 영향력, 프로젝트 개요, 재무적 실행 가능성, 
비즈니스 경험, 일자리 유지 및 성장, 비즈니스 성장 및 확장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공인 비즈니스 업체(Certified Business 
Enterprise, CBE)를 지지한다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신청 자격이 되나요? 

그레이트 스트리트 소상공인 지원금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에 지급됩니다: 

□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적법하게 조직된 영리 법인(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및 기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예술 및 인문학 기반 501(c)(3) 비영리 조직. 

□ 그레이트 스트리트 회랑 지구 경계 내에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소매 및 서비스 기반 사업주. 

□ 이전에 신청했던 사업체에 대해 그레이트 스트리트 자금을 
받지 못한 사업주. 

 □ 공간 공유 사업주(동일한 물리적 주소지 내에 공동 위치한 
복수 사업장에 대한 보상 금액은 $80,000 기준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실제 점포가 있는 자영업자는 DC 주민인 경우 자격 대상임. 

최신 소식 

2023 회계연도의 그레이트 스트리트 지원금은 기존 4개 회랑 지구를 임시적으로 확대하고, 추가 $800,000의 자금을 다음의 회랑 지구와 
함께 유자격 사업장들에게 지원합니다: 

Wisconsin Avenue Corridor, Connecticut Avenue Corridor, 14th Street/U Streets/Adams Morgan/Mt. Pleasant Corridor, 7th Street/Georgia NW 
Corridor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 지난 3년간의 사업 세금 보고서 
□ DC 기본 사업 면허(DC Basic Business License) (여기에서 신청) 
□ DLCP- 등기 상태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 
□ 현장 통제권 증빙(Evidence of Site Control)(만료되지 않은 

임대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서 사본) 
□ 보험증권 
□ 지난 3년 동안의 연간 재무제표 

 □ 클린 핸즈 인증서(Certificate of Clean Hands)(신청 전 90일 이내 

날짜). 인증서 신청 방법 확인. 
□ 필수 재정서류 명세서 
□ 사업 내용 및 예산 
□ 임대주 진술서 
□ 보험약관 진술서 
□ 고용인 명부 및 일자리 창출 차트 

https://business.dc.gov/quick/9750
https://otr.cfo.dc.gov/page/certificate-clean-hands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는 2023년 1월 23일 월요일부터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오후 5시(동부 시간)까지 접수합니다. 신청서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http://www.greatstreets.dc.gov에 게시됩니다. 

그레이트 스트리트 소상공인 지원금 시나리오 차트 

시나리오 자격 

이전에 본점 사업장에 대해 그레이트 스트리트 자금 지원을 받았으며 현재 제 2호 또는 제 3호 사업장을 여는 중이다. ✓ 
현재 사업으로 그레이트 스트리트 지원금을 받았으며, 사업장 면적을 늘리기 위해 인접한 빈 공간을 임대하여 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 ✓ 
사업체가 온라인 상점은 물론 오프라인 소매 상점도 보유하고 있다. ✓ 
사업장에 미용 및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 공간이 있다(예: 마사지 업소, 미용실, 체육관, 요가, 댄스 또는 
피트니스 스튜디오). ✓ 
사업장이 임시 휴업 또는 영구 폐업되었다. X 
신청인이 소매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지 않는 프리랜서 헤어 스타일리스트, 마사지 치료사 또는 피트니스 강사이다. X 
DC 사업 면허 및/또는 점유 인증서(Certificate of Occupancy) 및/또는 클린 핸즈 인증서(Certificate of Clean Hands)가 취소 
또는 만료된 사업체이다. X 
DC 소매 공간 내 또는 DC 야외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지만 점포형 소매 업장을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지 않다. X 
온라인 전용 소매업체/전자상거래 사업장이다. X 
현 사업장 위치가 DLCP에 등록된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X 
자영업자이고 고용주 식별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가 없지만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한다. X 

자주 묻는 질문 

• 제 사업체가 그레이트 스트리트 소상공인 지원금 수령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기를 클릭해 자격 확인 차트를 
확인해 주세요. 

• 지급 통지서는 언제 받게 되나요? 5월에 통지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수령 가능한 최소 및 최대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금은 최대 $80,000입니다. 
•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 수령 자격을 갖추기 위해, 사업체는 신청서와 함께 모든 필수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모든 신청서는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오후 5시(동부 시간)까지 지정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DMPED 및 프로그램 협력기관은 가독이 불가능하거나, 미비 및/또는 규정을 벗어난 제출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저는 EIN이 없습니다.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모든 신청자는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사업장 EIN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전 DMPED 지원금 신청서 제출에 사용한 동일한 클린 핸즈 인증서(Certificate of Clean Hands)를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요. 신청서와 함께 최신 인증서(신청일 전 90일 이내 날짜)를 제출해야 합니다. 
 
 
  

http://www.greatstreets.dc.gov/
http://www.greatstreets.d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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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시각 장애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신청인들은 
dmped.grants@dc.gov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레이트 스트리트 소상공인 지원금과 관련된 기타 모든 궁금한 사항은 http://www.greatstreets.dc.gov로 
문의해 주십시오. 
 
 

https://dslbd.dc.gov/service/DCMS
https://dslbd.dc.gov/service/business-improvement-districts-bids
https://dhcd.dc.gov/page/small-business-technical-assistance-cbos
mailto:dmped.grants@dc.gov
http://www.greatstreets.d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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