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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로컬"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사 본사가 DC안에 있는 경우 "로컬"로 간주됩니다. 본사란 최고 경영자 및 최고 경영진이 

비즈니스 혹은 조직을 관리하고 이끄는 곳 입니다.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또는 

자영업자 (self-employed)인 경우, DC거주자 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경우나 귀하가 예술 또는 문화 단체 (예시 : 특별구에 소재한 투어링 댄스 회사)가 아닌이상, 

서비스 가능 지역이 DMV (디씨,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페이지에 제가 자격 안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타깝게도, 귀하는 DC Economic Recovery Microgrant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귀하께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규모 비즈니스 복구를 위한 다른 지원대책들을 

확인하십시오. 

 

귀하는 미국 연방 중소 기업 청으로부터 저금리, 장기 상환 재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로 급여, 부채 지불 및 채무를 커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연방 융자를 신청하세요. 

 

자격 질문에 답변하는 데 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1 단계 :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섹션에서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 곳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을 처음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비즈니스 또는 독립 계약자 인 경우 여기에서 

다시 시작 하실 수 있습니다. 비영리 기관인 경우도 여기에서 신청서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하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Sorry, you’re not eligible)" 페이지에서 먼저 쓴 답변을 

다시 검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바꿔야 하지만 이미 신청서를 제출 했습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서를 편집 할 수 없습니다. 연락처에 오류가 있는 경우 

dmped.grants@dc.gov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3 월 25 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자격 요건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https://coronavirus.dc.gov/recovery-business
https://disasterloan.sba.gov/ela/
https://www.grantrequest.com/Login.aspx?ReturnUrl=%2fapplication.aspx%3fSA%3dSNA%26FID%3d35055%26sid%3d5501&SA=SNA&FID=35055&sid=5501
https://www.grantrequest.com/Login.aspx?ReturnUrl=%2fapplication.aspx%3fSA%3dSNA%26FID%3d35056%26sid%3d5501&SA=SNA&FID=35056&sid=5501
https://www.grantrequest.com/Login.aspx?ReturnUrl=%2fapplication.aspx%3fSA%3dSNA%26FID%3d35056%26sid%3d5501&SA=SNA&FID=35056&sid=5501


아니오. 귀하는 보조금 시스템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MS_DMPEDGRANTS_Grantmaking@blackbaud.com로 문의하십시오. 

 

저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까? 

프랜차이즈가 DC를 기반으로 하고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되고 다른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DC Small Business Recovery Microgrant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종교 단체입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종교 단체는 Small Business Recovery Microgrant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임시 휴가를 보냈지만 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의 실제 수입과 3 월과 4 월 나머지 기간 동안의 예상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 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임시 휴가를 간 것이 입증되는 문서를 제공하십시오. 

 

기술 문제 해결 팁 

올바른 링크를 잃어 버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 귀하가 사업자 또는 독립 계약자이고 새로 신청서를 시작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비영리 단체이고 새로 신청서를 시작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이미 시작한 신청서 작성을 마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위의 링크로 이동하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10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하십시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메시지 사진이나 

스크린 샷을 찍고 MS_DMPEDGRANTS_Grantmaking@blackbaud.com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비밀번호를 잊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계정 로그인 페이지에서 "비밀번호 찾기"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새 비밀번호는 

“Your password is” 전후에 보이는 모든 것입니다.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여, 새 비밀번호를 

복사하고 "현재 비밀번호 (current password)"에 붙여 넣은 다음 "새 비밀번호 (new password)" 및 

"새 비밀번호 확인 (confirm new password)" 필드에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https://www.grantrequest.com/Login.aspx?ReturnUrl=%2fapplication.aspx%3fSA%3dSNA%26FID%3d35055%26sid%3d5501&SA=SNA&FID=35055&sid=5501
https://www.grantrequest.com/Login.aspx?ReturnUrl=%2fapplication.aspx%3fSA%3dSNA%26FID%3d35055%26sid%3d5501&SA=SNA&FID=35055&sid=5501
https://www.grantrequest.com/Login.aspx?ReturnUrl=%2faccountmanager.aspx%3fSA%3dAM%26sid%3d5501&SA=AM&sid=5501
mailto:MS_DMPEDGRANTS_Grantmaking@blackbaud.com
https://www.grantrequest.com/Login.aspx?ReturnUrl=%2faccountmanager.aspx%3fSA%3dAM%26sid%3d5501&SA=AM&sid=5501


신청서를 시작했는데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을 시작한 후, 마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로그인 한 다음 "진행 중" 신청서를 

클릭하십시오. 신청서가 3 월 25 일 이전에 시작되어 무효화 된 경우, 새로운 자격 요건에 대한 

위의 FAQ를 참고 하십시오. 

 

이전에 계정을 만들 때 사용했던 이메일로 또 다른 계정을 만들려고 하면 "잘못된 이메일 또는 

암호"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는 "로그인으로 돌아가기"를 클릭 한 다음 

"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하여 비밀번호를 복구하십시오. 

 

신청서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업체, 자영업자 또는 독립 계약자 인 경우 새 신청서를 시작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비영리 

단체이고 새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브라우저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했는데, 신청서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진행 중” 신청서를 누르십시오. 

 

파일용량이 너무 커서 업로드 할 수 없습니다. 

용량이 큰 파일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까지 몇 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에 기술적 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MS_DMPEDGRANTS_Grantmaking@blackbaud.com로 질문사항과 함께 가능한 한, 상세하게 

스크릿 샷까지 포함해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신청서를 다시 탐색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전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까? 

“1 단계 :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기” 섹션에서는 “뒤로 가기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2 단계 : 준비"에서 시작하는 모든 섹션) 페이지 상단의 파란색 사각형을 

사용하여 탐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계획 및 경제 개발부 시장실 (Office of the Deputy Mayor for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로 부터 신청서가 성공적으로 제출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게됩니다. 이 

이메일을받지 못한 경우 스팸함을 확인하십시오. 

https://www.grantrequest.com/Login.aspx?ReturnUrl=%2fapplication.aspx%3fSA%3dSNA%26FID%3d35056%26sid%3d5501&SA=SNA&FID=35056&sid=5501
https://www.grantrequest.com/Login.aspx?ReturnUrl=%2fapplication.aspx%3fSA%3dSNA%26FID%3d35055%26sid%3d5501&SA=SNA&FID=35055&sid=5501
https://www.grantrequest.com/Login.aspx?ReturnUrl=%2fapplication.aspx%3fSA%3dSNA%26FID%3d35055%26sid%3d5501&SA=SNA&FID=35055&sid=5501
https://www.grantrequest.com/Login.aspx?ReturnUrl=%2faccountmanager.aspx%3fSA%3dAM%26sid%3d5501&SA=AM&sid=5501
mailto:MS_DMPEDGRANTS_Grantmaking@blackbaud.com


신청서가 저장되었지만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신청서가 저장되었지만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이메일의 링크를 통해 계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며, 마감일 전에 언제든지 신청서를 재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