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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전면 수리 보조금 프로그램 

팬데믹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가운데 활기찬 

소상공인 사회를 지원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City of Burien은 매장 

전면 수리 보조금 프로그램(Storefront Repair 

Grant Program)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구제 계획 법안(American Rescue Plan Act)에 

따른 연방 자금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은 $1,000

적격성 

사업체 또는 비영리 조직의 필수 요건: 

• City of Burien 내에 상시 존재하는 매장이 위치해야 합니다

• 유효한 Burien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 COVID-19때문에 직접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 현재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제삼자의 기물파손이나 침입으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대 

기금이 소진되기 전가지 보조금 신청서는 

수시 접수 및 제출 가능합니다.  

• 2022년 12월 19일: 보조금 신청 포털

개시

• 2023년 1월-2월: 보조금 제공 시작

예정  

까지 지원하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3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매장 

전면의 창문이나 문에 기물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리를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보조금은 

공공기물 파손이나 재산 범죄로 인한 현재의 기물 파손 수리 비용을 부담해 주거나 과거에 자비로 

지출했던 파손에 대해 사업체 소유주에게 비용을 상환해 줄 것입니다. 

모든 기금이 소진되기 전까지 소상공인들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포털이 2022년 

12월 19일에 개시됐습니다. burienwa.gov/RepairGrants. 

신청하기 전 신청자들은 적격성, 필수 서류, 및 하기의 추가 정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장물이나 현금의 손해를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업건물의 낙서와 같은 기물 파손의 경우 City 

of Burien의 낙서 제거 프로그램(Graffiti Removal Program)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urienwa.gov/RepairGrants
https://www.burienwa.gov/city_hall/laws_regulations/code_compliance/graffiti_removal
https://www.burienwa.gov/city_hall/laws_regulations/code_compliance/graffiti_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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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부적격한 경우: 

• 개인 또는 가까운 가족이 사업체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될 때 그 소유자가 보조금 

관리자의 직원이나 담당자, City of Burien 의회의원, 또는 City of Burien 공무원인 경우 

• 대마초 상점, 재배자, 및 진료소인 경우 

• 전국적인 체인점인 경우(독자적으로 소유한 프랜차이즈인 경우 적격성이 있음) 

• 직원 규모가 500명 이상인 경우 

자금 지원 이전에 수리가 완료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소상공인들은 자금이 피해 수리에 사용될 

것이라는 자기 선언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1. 작성된 보조금 신청서 
 

2. 피해 증거(신청서의 다음 세 항목 중 둘은 필수임) 

• 끝마친 수리 영수증 및/또는 현재 피해 수리 견적서 

• 경찰 기록 사건 번호 

• 매장 피해 사진 

3. 작성된 보조금 동의서 
 

4. 작성된 W-9 양식 
 

5. 작성된 직접 예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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