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비나가곧시작됩니다.

워싱턴그랜트라운드워킹 5 및 UEI 워크스루신청준비
2022년 8월 4일 |  오전 9시 – 10시 30분까지

동시통역제공
中文简体 – Chinese ● 한국어 – Korean ● русский язык – Russian ● Español - Spanish



KRISTINA 
HUDSON

대표이사
OneRedmond

설립파트너
OneEastside

웨비나르



Eastside Recovery Hub   
www.eastsiderecoveryhub.com동시통역

• 4 개언어로된웨비나동시방송
및 ASL

• 영어로보려면확대/축소도구
모음에서통역아이콘을
클릭하고영어를선택하십시오.

Android | iOS



Eastside Recovery Hub   
www.eastsiderecoveryhub.com동시통역

한국어
Korean Android | iOS



Eastside Recovery Hub   
www.eastsiderecoveryhub.com동시통역

中文简体
Mandarin Android | iOS



Eastside Recovery Hub   
www.eastsiderecoveryhub.com동시통역

русский язык 
Russian Android | iOS



Eastside Recovery Hub   
www.eastsiderecoveryhub.com동시통역

Español 
Spanish Android | iOS





특별히감사합니다!



원이스트사이드스파크 : 비즈니스탄력성및혁신센터는
중소기업및비영리단체에회복과성장을위한필수지원을
제공합니다! 

제공사항:
o파트너와협력하는프로그램및웨비나
o재정적기회및기타자원의데이터베이스
o기업및비영리단체는 Facebook 그룹의동료와연결하도록
초대됩니다. https://tinyurl.com/OneEastside-SPARK-Group

www.OneEastside.org/SPARK

https://tinyurl.com/OneEastside-SPARK-Group


비밀이보장되고비용이들지않는
일대일비즈니스조언

Shawn Palmer
ASBC, MSML | 비즈니스컨설턴트

워싱턴중소기업개발센터
가입하기: https://bit.ly/Biz-Advisor

https://bit.ly/Biz-Advisor


예정된 이벤트
https://oneeastside.org/Programs/

https://oneeastside.org/Programs/


웨비나중에기술적인
도움이필요하신가요? 
채팅상자사용

연사들을위한질문이
있으신가요? 
Q&A 상자사용

녹화는웨비나에따라
제공됩니다.

웨비나르



Learn more about the grant program and eligibility 
requirements at https://commercegrants.com

https://commercegrants.com/


주요연사:
• Lynn Fetch,중소기업보조금프로그램관리자,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ommerce

• Shannon Halberstadt,창조경제부문책임자,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ommerce

• Michael Wallenfels,커뮤니케이션매니저, 
ArtsWA – Washington State Arts Commission

• John Dicus, 리드비즈니스기회전문가,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 Janie Sacco,아웃리치 & 마케팅전문가,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 Kate Hoy, PTAC 카운슬러
Washington State Procurement and Technical Assistance Center (PTAC)



Washington State’s Dept of Commerce & Arts Commission

팔월 4일 (2022 년)

업데이트 : 워싱턴
교부금: 5차및컨벤션
센터교부금

Lynn Fetch (COM), Shannon Halberstadt (COM) & Michael 
Wallenfels (Arts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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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 VICTIMS & 
PUBLIC SAFETY 

BUSINESS 
ASSISTANCE

PLANNING

INFRASTRUCTURE

COMMUNITY FACILITIES

HOUSING
HOMELESSNESS

ENERGY

COMMUNITY 
SERVICES

We strengthen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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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 프로그램개요
• 자격기준
• 응용프로그램요구사항
• 고려사항검토
• 기술지원센터
• 일반타임라인
• 추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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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워싱턴그랜트: 라운드 5
• $ 70M - 워킹워싱턴그랜트 : 라운드 5 (WWR5)

• 60 %는라이브엔터테인먼트장소를운영하는단체를포함하여예술, 
유산및과학분야의적격기업및비영리단체를대상으로합니다.

• 환대, 피트니스, 택시및개인서비스를포함한대부분의다른부문의
40 %

• 수상내역최대 $75,000

이프로그램은코비드-19 및관련공중보건조치로인해재정적어려움을
겪은소규모영리및비영리기업에일회성보조금을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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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R5 자격요건

기본 자격 사항 재정 다른

• 활동적인영리또는
비영리사업또는
조직입니다.

• UBI 또는 EIN 번호가
있습니다.

• 물리적으로워싱턴
주에위치하고
있습니다.

• 2021년 1월 1일이전에
운영되었습니다.

• 전염병으로인해재정적
어려움을겪을수있습니다.

• 2019 년에소득이
$ 5,000,000 이상을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2019 또는 2020에서최소
$ 10,000의매출을
올렸습니다.

• WA에서수익의 51 % 이상을
창출합니다.

• 정부수수료또는세금이
아닌필요한사업비용 / 
비용이있어야합니다.

• 영구적으로문을닫지
않았거나 2022년에
영구적으로문을닫을
의도가없습니다.

• 모든 COVID-19 건강요구
사항을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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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R5 자격없음
• 다국적기업

• 보육제공자 (레크리에이션 / 엔터테인먼트제외)

• 학교 (Pre-K, K-12 및고등교육)

• 공공도서관

• 연구및/또는개발실험실또는서비스, 과학제조등을
포함한과학회사

• 전문서비스 (회계, 보험, 법률, 금융서비스 / 회사, 건축가
등)

• 치과의사및지압사를포함한병원 / 의료제공자
(마사지와같은개인서비스가해당)

• 재산관리 / 부동산 (단기임대부동산의소유자또는
운영자포함)

• 휴가또는단기임대유닛의호스트/운영자(예: 
에어비앤비또는 VRBO)

• 허가된마리화나 / 대마초운영 (CBD 소매업체는
포함되지않음)

• Lyft 또는 Uber와같은공유승차회사의운전자 (독립
택시및리무진은자격이있음)

• 타사배송드라이버(예: Amazon 또는 Door Dash)

• 정부기관또는선출된공식사무소

• 2022년에영구적으로문을닫았거나영구적으로
폐쇄하려는사업체

• 개인세금신고서에일정 E를제출하는수동비즈니스, 
투자회사및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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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R5 자격없음
• 워싱턴주에물리적위치가없는기업

• 규정에따라수용인원또는연령제한이외의이유로후원을
제한하는사업체

• 사업체는주지사가발행한 COVID-19 관련명령을위반한
것으로판명되었습니다. 여기에는폐쇄명령을받았을때
개방상태를유지하거나비즈니스에적용되는 COVID-19 
건강또는안전조치를무시하는것이포함됩니다.

• 2020년 3월현재규정준수또는규제문제가있는것으로
밝혀진기업

• 현재 / 보류중인소송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기업

• 연방정부에의해금지된기업

• 파산선언을적극적으로추구하는기업

• 주로은행, 금융회사및팩터링회사와같은대출
사업에종사하는금융사업

• 2022년에영구적으로문을닫았거나영구적으로
폐쇄하려는사업체

• 본질적으로약탈적인것으로간주될수있는
사회적으로바람직하지않은활동또는활동에
종사하는사업체 (예 : 임대사업및수표현금화사업)

• 소박한성적성격의사업 ( "성인"사업)

• 투기사업

• 주로정치또는로비활동에종사하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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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센터보조금

• $ 5M - 컨벤션센터보조금 (CCG)
• 적격신청자는수익의 25 % 이상이워싱턴주에서개최된협약에의해
부분적으로창출되었다는증거를제시해야합니다.

• 최대 $500,000의상금

이프로그램은워싱턴주에서개최된협약을통해창출된경제활동에
의존하는영리및비영리기업에일회성긴급구호보조금을제공합니다..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OMMERCE 24

자격에대한 CCG 요구사항

기본 자격 사항 재정 다른

• 활동적인영리또는비영리
사업또는조직입니다.

• UBI 또는 EIN 번호가있습니다.

• 직접컨벤션을주최하거나
상품과서비스를
판매하기위한컨벤션의
기능에의존했습니다.

• 컨벤션을취소하거나 2020 
또는 2021 년에참가자가
감소했습니다. 

• 2019, 2020 및 2021의재무
문서

• 전염병으로인해재정적어려움을
겪을수있습니다.

• 컨벤션에서수익의 25 % 이상을
창출합니다.

• 2019 년에소득이 $ 100,000,000 
이상을보고하지않았습니다.

• 2019 년에최소 $ 10,000의
매출을올렸습니다. 

• 워싱턴주에서수익의 51 % 
이상을창출하십시오.

• 정부수수료또는세금이아닌
필요한사업비용 / 비용이
있어야합니다.

• 영구적으로문을닫지않았거나
2022년에영구적으로문을닫을
의도가없습니다.

• 모든 COVID-19 건강요구사항을
따르십시오.

• 신청자는하나의사업장에만
신청해야합니다. 여러사업체를
가진사람들은가장크거나가장
큰영향을받는비즈니스를
대신하여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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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G 자격이없음
• 컨벤션활동으로연간매출의 25% 미만을
창출하는기업

• 무역박람회 / 전시회또는전문적으로독점적인
컨벤션, 컨퍼런스또는정상회담

• 다국적기업

• 보육제공자 (레크리에이션 / 엔터테인먼트제외)

• 학교 (Pre-K, K-12 및고등교육)

• 공공도서관

• 연구및/또는개발실험실또는서비스, 과학제조
등을포함한과학회사

• 전문서비스 (회계, 보험, 법률, 금융서비스 / 회사, 
건축가등)

• 치과의사및지압사를포함한병원 / 의료
제공자 (마사지와같은개인서비스가해당)

• 재산관리 / 부동산 (단기임대부동산의소유자
또는운영자포함)

• 휴가또는단기임대유닛의호스트/운영자(예: 
에어비앤비또는 VRBO)

• 허가된마리화나 / 대마초운영 (CBD 소매
업체는포함되지않음)

• 예를들어, Lyft 또는 Uber (독립택시및
리무진이자격이있음)와같은공유승차회사의
운전자. 타사배송드라이버(예: Amazon 또는
Door Dash)

• 정부기관또는선출된공식사무소

• 개인세금신고서에일정 E를제출하는수동
비즈니스, 투자회사및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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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G 자격이없음
• 워싱턴주에물리적위치가없는기업

• 규정에따라수용인원또는연령제한이외의이유로후원을
제한하는사업체

• 사업체는주지사가발행한 COVID-19 관련명령을위반한
것으로판명되었습니다. 여기에는폐쇄명령을받았을때
개방상태를유지하거나비즈니스에적용되는 COVID-19 
건강또는안전조치를무시하는것이포함됩니다.

• 2020년 3월현재규정준수또는규제문제가있는것으로
밝혀진기업

• 현재 / 보류중인소송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기업

• 연방정부에의해금지된기업

• 파산선언을적극적으로추구하는기업

• 주로은행, 금융회사및팩터링회사와같은대출
사업에종사하는금융사업

• 2022년에영구적으로문을닫았거나영구적으로
폐쇄하려는사업체

• 본질적으로약탈적인것으로간주될수있는
사회적으로바람직하지않은활동또는활동에
종사하는사업체 (예 : 임대사업및수표현금화사업)

• 소박한성적성격의사업 ( "성인"사업)

• 투기사업

• 주로정치또는로비활동에종사하는기업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OMMERCE 27

신청자는다음이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 활성 WA 주통합비즈니스식별자 (UBI) 번호 (비즈니스라이센스, 사업자등록, 세금등록)
• 고용주식별번호(EIN)가적용됩니다.
• UEI(고유엔터티식별자) 번호
• 유효한정부 - 사업주또는공인비영리대리인의사진이부착된신분증

• 신청자의신원확인

• 2019, 2020 및 2021의연간비즈니스수익

(2020년에설립된기업은 WWR5에대한 2020년과 2021년매출만입력하면됩니다. 그러나컨벤션센터
보조금프로그램에 2019 년수입이필요합니다)

• 업로드하려면
• 사업주또는공인비영리대리인의유효한정부발행사진신분증 (ID)
• 해당되는경우부족회원소유사업의확인(WA 주에서연방에서인정하는부족의면허또는등록)
• 2019, 2020 및 2021 연간총비즈니스수익에대한재무문서

(2020 년에설립된기업은 WWR5에대한 2020 및 2021 재무문서만업로드하면됩니다. 그러나컨벤션
센터보조금프로그램에 2019 년재정서류가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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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문서

• 적용가능한재무문서에는다음중하나이상이포함될수
있습니다. 

• IRS 양식 1040 (단독소유주) 및다음사항 : 스케줄 C, 비즈니스로부터의손익
• IRS 양식 1065 파트너십보고서 (K-1 필요없음) 
• IRS 양식 1120 법인보고서 (일정필요없음) 
• IRS 양식 1120S S Corporation Return (K-1이필요하지않음)
• 독립계약자를위한 IRS 양식 1099-MISC
• 비영리단체를위한 IRS 양식 990, 990EZ 또는 990N
• 재정적으로후원하는비영리단체에만해당: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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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검토고려사항
• 2019 년과 2020 년사이의매출또는활동감소

• CCG 응용프로그램 : 2019 매출로측정된비즈니스규모와 2020 / 2021에비해 2019의매출
감소를고려할수도있습니다.

• 최근워킹워싱턴보조금수령

• 고민지역(https://esd.wa.gov/labormarketinfo/distressed-areas)에서운영되거나
역사적으로불우하거나소외된인구중누군가가소유한영리및비영리사업

• 소수민족, 재향군인, LGBTQ + 및 / 또는여성으로자칭하는사업주에게고려사항이주어질수있습니다.

• 자격을갖춘비영리단체의경우, 그들의사명은소외되거나소외된지역사회에지원이나서비스를
제공해야합니다. 

• 주에서 "고민지역"(https://esd.wa.gov/labormarketinfo/distressed-areas)으로식별된 15개카운티중
하나에물리적사업이위치한적격신청자에게고려될수있습니다: Clallam, Jefferson, Grays Harbor, 
Mason, Pacific, Wahkiakum, Lewis, Cowlitz, Yakima, Grant, Franklin, Okanogan, Ferry, Stevens & Pend 
Ore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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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 8월 15일: 번역된자료
• 15개언어로번역된자료: 스페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타갈로그어, 소말리어, 한국어, 아랍어, 펀자브어, 암하라어, 크메르어, 
중국어(북경어), 라오스어, 마샬러어.

• 8월 17일: 포털오픈
• 이메일과전화지원(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북경어), 러시아어

• 전화: (888) 242-0169
• 이메일: commercegrants@Submittable.com

우리는모든지원자가가장빠른응답을위해이메일을보내주시기바랍니다!

mailto:commercegrants@Submitta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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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프로그램세부정보

• 파트너 : 워싱턴예술위원회 (ArtsWA) 및제출가능

• 프로그램지침, 자격기준및 FAQ는다음에서확인할수있
https://commercegrants.com

• 일반타임라인:
• 8월 17일 – 9월 9일: 응용프로그램포털은 24일동안열려있습니다.

• 9월중순 – 하반기: 신청서검토

• 10월초: 상거래는수혜자에게통보하고자금을지급합니다.

신청포털은 2022년 8월 17일수요일오전오전에열리며, 2022년 9월 9일
금요일오후 5:00 PT에마감됩니다.

https://commercegrants.com/


어디로 가야 할까요 ?

commercegrants.com
• 2022년 8월 17일부터 9월 9일까지신청서제출

• 자주묻는질문(FAQ) 읽기
• 추가언어로지원받기

sam.gov
• UEI 등록

arts.wa.gov/wwr5
• 이메일업데이트신청

• 무료파트너툴킷다운로드



www.commerce.wa.gov

Thank you!
Lynn Fetch
관리자, 중소기업보조금

Lynn.fetch@commerce.wa.gov

Shannon Halberstadt
창조경제부문책임자

Shannon.Halberstadt@commerce.wa.gov

Michael Wallenfels
커뮤니케이션디렉터, ARTSWA

Michael.wallenfels@arts.wa.gov

이프로젝트는미국재무부의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문서의관점은저자의
견해이며반드시미국재무부의공식입장이나
정책을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보조금은워싱턴
주상무부경제개발및경쟁력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https://twitter.com/WaStateCommerce
https://www.facebook.com/WAStateCommerce/
https://www.linkedin.com/company/893804
https://www.commerce.wa.gov/


• John Dicus, 리드비즈니스기회전문가,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 Janie Sacco, 아웃리치 & 마케팅전문가,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 Kate Hoy, PTAC 카운슬러
Washington State Procurement and Technical 
Assistance Center (PTAC)

스피커



SAM.gov에서고유엔티티 ID(UEI) 얻기
2022년 8월 4일

John Dicus,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Janie Sacco,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Kate Hoy, Washington State Office of Procurement 
Technical Assistance Center (PTAC)





UEI(고유엔터티 ID)란무엇입니까?

• 2022년 4월 4일부터계약, 보조금등을통해연방
기금을수령하는모든법인은 UEI를보유해야
합니다.

•워킹워싱턴 5 (WW5)는주보조금프로그램이지만
WW5에대한기금은연방정부에서나온다.

• UEI는연방정부가 SAM: 포상관리시스템를통해
할당한고유한 12자(영숫자) ID입 SAM.gov



이미 SAM.gov 에등록되어있습니다.

•엔터티가 SAM.gov 에등록된경우엔터티에서
볼수있는 UEI(고유엔터티 ID)가이미있
SAM.gov

•여기에는비활성등록이포함됩니다.

•UEI는 SAM.gov 엔터티레코드에있습니다.



SAM.gov 에서 UEI 보기

SAM.gov 에
로그인합니다.

작업영역의엔터티
섹션에서 "활성등록" 
위에번호가매겨진
거품을선택합니다.



SAM.gov 에서 UEI 보기

UEI(고유
엔터티 ID)가
엔터티이름
아래에

표시됩니다.



SAM.gov 에서 UEI(고유엔터티 ID) 가져오기

www.SAM.gov 
로이동

시스템
업데이트를
검토하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SAM.gov 에법인등록

"시작하기"버
튼을두번

클릭하십시오.



로그인약관에동의 SAM.gov



Login.gov 에가입하기

√

You can select to receive 
email communications in 
English, Spanish or French

To sign into 
www.SAM.gov you 

will first need a 
login.gov account

http://www.sam.gov/


이메일을확인하십시오

test@test.com



Login.gov 에대한암호만들기

메모: 
암호는 12자

이상이어야합니다. 



Login.gov 에대한인증설정



Login.gov  SAM.gov



SAM.gov 에서시작하기

시작하기
화면으로
돌아가지만
이번에는새
프로필내에서
시작됩니다.



고유한엔터티 ID만
가져오기

고유엔티티 ID만가져오기옵션에
필요한정보는최소한입니다.

시스템에서조직의비즈니스이름과
주소를확인합니다.



엔티티정보입력

법적비즈니스이름과실제
주소를입력하고다음을

누르십시오. 

시스템이귀하의정보에
대한일치항목을
검색합니다.



엔터티정보유효성검사

엔터티일치항목을검토하고다음
옵션을선택합니다.
o 내엔터티가나열되고모든세부정보가
정확합니다.

o 내엔터티가나열되지않습니다.
o 내엔터티가나열되지만일부세부정보가
잘못되었습니다.
• 법적회사이름이잘못되었습니다.
• 실제주소가잘못되었습니다.
• 법적회사이름과실제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



내엔티티가나열되고모든
세부정보가정확합니다.

엔터티및주소일치를클릭합니다.

첫번째옵션선택: 내엔터티가
나열되고모든세부정보가

정확합니다.



추가정보유효성
검사

TEST ACCOUNT
1234 Test Avenue
Seattle, WA 98101
USA

고르다
법인설립현황



모든세부사항이정확합니다.
고유엔터티 ID 받기

공개검색에포함상자의선택을
취소하여목록을비공개로설정

법인을대신하여거래를수행할
권한이있음을증명하십시오.

확인및 UEI 번호에대한이메일
모니터링



TEST ACCOUNT

1234 Test Avenue                                State of Incorporation
Seattle, WA 98101                              Washington
USA

VERIFIED SAM RECORD

SDAELFKTLSY7



내엔터티가나열되지
않음

내엔터티가나열되지않음
선택

를클릭하십시오.
엔터티세부정보확인단추



내엔터티가나열되지만일부
정보가잘못되었습니다.

일치하는엔터티에가장가까운
엔터티목록을클릭합니다.

내엔터티가나열되지만일부정보가
올바르지않음을선택합니다. 관련
드롭다운옵션선택
• 법적회사이름이잘못되었습니다.
• 실제주소가잘못되었습니다.
• 법적회사이름과실제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

엔터티세부정보확인단추를클릭합니다.



엔터티세부정보확인

연방서비스데스크 (FSD)는
문제를해결하는데
도움이됩니다. 

문서를첨부하고이양식에
추가세부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이메일보기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Federal 
<fsdsupport@gsa.gov>



귀하의정보를확인하기위해허용되는문서
• 공유인증서의인증사본, 조직 / 법인정관, 세금보고서 / 서류 *, 설립
증명서, 설립정관또는조직증명서

• 공과금청구서
• 은행명세서*
• "다른이름으로사업하기" 문서
• 주식소유권
• IRS의고용주식별번호문서
• IRS의세금 ID 확인서류
• 회사세칙
• 운영계약
• 만료되지않은운전면허증 (REAL ID 일필요는없음) -개인소유주및
개인 -사업을하는개인 -만



샘플문서



사건생성: 문서첨부및텍스트상자작성

• 정확하지않은것을명확하게진술하거나일치하는항목이표시되지
않았다고진술하십시오.

• 올바른이름, 주소또는문서를제공하는기타데이터를포함합니다. 
포함하려는문서의이름(전기요금, 정관등)을제공하십시오.

• 가능한한많은세부정보를제공하면유효성검사에이전트가문제를
해결하는데도움이됩니다.

"내존재와일치하는것은없었다.  나는
나의법적사업이름과실제주소를
보여주기위해최근공과금청구서를

포함시켰다. "

"내엔티티의실제주소는제시된경기에
표시되지않습니다.  내정확한이름과주소는

_________입니다. 나는증거를위한나의
정확한법적사업이름과물리적주소가포함
된최근의공과금청구서를포함시켰다. "



유효성검사티켓에대한팁

• 문제가발생하면이프로세스에시간이걸릴수있으므로
SAM.gov 를방문하여가능한한빨리 UE(고유엔터티 ID)를
가져오도록작업하십시오.

• 엔터티당하나의도움말티켓만만들면여러티켓을만들더라도
문제처리속도가빨라지지않고실제로전체프로세스가
느려집니다. 

• 엔터티유효성검사에대해 FSD.gov 에서헬프데스크에
전화하거나채팅하지마십시오. 엔터티유효성검사를처리하는
전문가는다른팀에속해있으며생성된도움말티켓을통해서만
사용자와통신할수있습니다. 



주요연사:
• Lynn Fetch,중소기업보조금프로그램관리자,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ommerce

• Shannon Halberstadt,창조경제부문책임자,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ommerce

• Michael Wallenfels,커뮤니케이션매니저, 
ArtsWA – Washington State Arts Commission

• John Dicus, 리드비즈니스기회전문가,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 Janie Sacco,아웃리치 & 마케팅전문가,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 Kate Hoy, PTAC 카운슬러
Washington State Procurement and Technical Assistance Center (PTAC)

Q & A



Assistance
보조 | 协助 | Asistencia | помощь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북경어), 
러시아어로이메일및전화지원

전화: (888) 242-0169
이메일: commercegrants@Submittable.com

모든지원자는가장빠른응답을위해
이메일을보내시기바랍니다!

mailto:commercegrants@Submittable.com


OneEastside SPARK

Assistance 
보조 | 协助 | Asistencia | помощь

OneEastide SPARK will be offering a series of in-person, small group 
meetings to assist organizations in East King County with their 
applications starting the week of August 22.  Please stay tuned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info@oneeastside.org

mailto:info@oneeastside.org


African Chamber of Commerce of the Pacific NW

Assistance 
보조 | 协助 | Asistencia | помощь

The African Chamber of Commerce (ACCPNW) is available 
to assist organizations with linguistic and technical support 
for the Working Washington 5 Grant

CONTACT:  
Emmanuel G. V. Dolo, gvdolo@gmail.com
Director of Programs
African Chamber of Commerce of the Pacific Northwest

mailto:egvdolo@gmail.com


BigHug /Korean American Resource Center (KARC)

Assistance 
보조 | 协助 | Asistencia | помощь

BigHug Volunteers will help with the Working Washington 5 Grant application. If 
you have any difficulties with language or filling out the online application form, 
please contact BigHug.

CONTACT: BigHug (425) 477-9279, 1– 5 p.m.

주상무부제공제5차월킹와싱톤신청서지원은빅허그
봉사자들이도움을드릴것입니다. 언어나온라인신청서
작성시어려움이있으면빅허그로전화주세요. ( 425) 477-
9279, 1 – 5 p.m.



Centro Cultural Mexicano
Si necesitas ayuda para clarificar dudas acerca de los 
lineamientos y requisitos de la subvención, El Centro 
Cultural Mexicano puede asistirte.

Assistance 
보조 | 协助 | Asistencia | помощь

If you need help clarifying guidelines and the requirements of the grant, 
Centro Cultural Mexicano can assist you.  

CONTACT: Marissa Corona, marissa@centroculturalmexicano.org, or Mayra Muñoz 
mayra@centroculturalmexicano.org 425-896-7067, 16300 Redmond Way, Suite 100, 
Redmond, WA 98052 www.centroculturalmexicano.org

mailto:marissa@centroculturalmexicano.org
mailto:mayra@centroculturalmexicano.org4
http://www.centroculturalmexicano.org/


Chinese Chamber of Commerce in Washington State

Assistance 
보조 | 协助 | Asistencia | помощь

CCCWA华盛顿州中国总商会做为此次活动的协办单位之一，将为ww3资金申请者提
供中文服务。

联系方式：电话 (206) 228-4158（如果没有马上接通电话，
请留言，总商会工作人员会尽快回复。）微信：lili2999

The Chinese Chamber of Commerce of Washington State (CCCWA) is a 
resource for businesses to contact if they have questions about WW5.

CONTACT: Lili Lu, (206) 228-4158, WeChat: lili2999 NOTE: If not connected, you can 
leave a message and we will reply as soon as possible



El Centro de la Raza
El Centro de la Raza is available to help with the 
Working Washington 5 grant opportunity

Assistance 
보조 | 协助 | Asistencia | помощь

CONTACT:
Victor Cerdeneta
Business Opportunity Center Specialist, Federal Way
(360) 986-7022
vcserrato@elcentrodelaraza.org

mailto:vcserrato@elcentrodelaraza.org


Indian American Community Services
Indian American Community Services (IACS) is available 
to help business owners and nonprofit leaders with the 
Working Washington 5 grant opportunity including 
getting your UEI.

Assistance 
보조 | 协助 | Asistencia | помощь

CONTACT:
directorcommunity@iaww.org
(253) 234-9989 #5

mailto:directorcommunity@iaww.org


Muslim Association of Puget Sound (MAPS)
Small Business Resiliency Network (SBRN)
MAPS SBRN is available to assist organizations interested 
in the WW5 grant opportunity.  They will be hosting a 
session on Thursday, August 19 from 2-5 p.m. for those 
needing hands-on assistance. 

Assistance 
보조 | 协助 | Asistencia | помощь

CONTACT:
MAPS SBRN at smallbiz@mapsredmond.org

mailto:smallbiz@mapsredmond.org


특별히감사합니다!



www.OneEastside.org/SPARK



www.oneeastside.org/SPARK

참여해주셔서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感谢您加入我们! 

Спасибо, что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нам!

Gracias por unirte a nosot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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