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타운 메인 스트리트는 소규모 및 지역 비즈니스 개발국 의 지원을 받아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DC 메인 스트리트 프로그램입니다. 

 

FY19 업타운 메인 스트리트  
소액 보조금 프로그램 

 
업스트림 메인 스트리트 (UMS)가 지역 기업과 14 th St. NW 및 Kennedy St. NW의 위쪽 

지역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UMS는 기술 지원이나  소액 보조금으로  매장을 

개선하기 원하는 기업에게 자금 지원 마련을 제공합니다.  UMS 회랑 내의 사업은 최대 5,000 

달러까지 FY1 7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  

사용 가능한 기금 및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기업은업타운 메인 

스트리트에 연락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번호는  t (202) 270 -1461  또는 이메일은 

jordan@uptownmainstreet.org 입니다. UMS는 다음과 같은 날짜에 FY19 보조금에 관한 

세가지 정보 세션을 개최합니다 : 
 

스페인어 세션 

11 월 14 일 오후 6 시 

WMATA Bus Barn, 4729 14th Street NW (14th 와 Decatur에 있는 입구) 
 
영어 세션 

11 월 16 일 오후 6 시 

WMATA Bus Barn, 4729 14th Street NW (14th 와 Decatur에 있는 입구) 
 
11 월 30 일 오전 9 시 
City Blossoms, 518 Kennedy Street NW  

 
신청 마감일 및 제출 안내 
신청서는  2019 년 1 월 15 일 자정까지 제출해야합니다. 늦게 제출되거나 불완전한 신청서는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완성한 신청서는 업타운 메인 스트리트의 사무실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신청자의 강점 및 자금 상황에 따라 수여 

될 것입니다.   
 
유용한 언어 
신청자가 선호하는 언어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올해 보조금 신청서는 영어, 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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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및 중국어로 제공됩니다.  업타운 메인 스트리트는 신청서가 제출 된 후 , 필요한 경우, 

신청서를 번역 할 것입니다. 
 
필요한 문서 신청서 마지막 부분에  

명시된 필요한 문서들을 모두 제출해야만 신청 완료되었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들은 문서가 모두 제출 될 때까지 검토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 지원 보조금 및 매장 개선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보조금별로 개별 신청서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요청 된 총 금액 

은 $ 5,00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대표인 조던 하퍼 비어에게 이메일 jordan@uptownmainstreet.org로 제출해주십시오. 제목은 

“UMS소액 보조금 프로그램, ”으로 하셔서 이 메일로 보내거나 직접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십시오. 
 

업타운 메인 스트리트  

ATTN: 조던 하이퍼비어 (Jordan Haferbier) 
4618 14th Street NW - Third Floor 
Washington, DC 20011 
 

 
소액 보조금 프로그램 세부점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사업자가 위치한 곳이 UMS의 상용 회랑 경계 내인 경우  : 

● 14th Street은 Spring Street NW에서 Longfellow Street으로 ( 5500 블록 포함 된  
Colorado Avenue NW) 

● Kennedy Street NW은14th Street NW에서 North Capitol Street NW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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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 

● 성인 엔터테인먼트 

● 자동차 및 자동차 수리 

● 자동차 판매 

● 은행 

● 전화 매장 

● 재택 사업 

● 호텔/호스텔 

● 정부 기관 

● 콜롬비아 특별구 내 5 개 이상의 지점이 있는 사업체 
 

사안별로 결정되는 자격기준: 

● 비영리 기관 
 

UMS 매장 개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관 청소, 페인트칠, 페인트 제거 등 정면 및 매장 앞 개선, 석공수리 및 다시 

페인트칠하기, 시설 일부나 자재 교체, 창 수리 또는 교체, 매장 정면 개조 또는 수리 

● 천막/캐노피 수리 또는 교체 

● 외부 조명 

업타운 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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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마운팅 브라켓, 다른 하드웨어, 창문에 붙이는 글자 등 표시물 

● 벽돌 수리, 석고, 난방, 환기, 공기 장비 시스템을 포함한 내부 수리 

● 벽화, 페인트 등 내부 장식 

● 화재 코드 및 ADA 접근성 업 그레이드 

● 친환경 에너지 효율 시설 및 업그레이드 

● 냉장고, 난로, 오븐, 환기 후드, 식기 세척기 등 영구 장비의 주요 부품 구입 

● 재배지 및 / 또는  펜스로 물리적으로 경계 구분한 안뜰 공간 

● 보안 장비, 설치 및 유지 보수 비용 (도 OVJS 보조금을 신청해야 함) 
 
매장 개선으로 적합하지 않은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승인에 필요한 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 DCRA (Department of Consumer and Regulatory Affairs) 또는 다른 관련 DC 정부 

기관이 적절하게 허용하지 않은 작업 

● 2018 년 10 월 1 일에 시작되어 2019 년 9 월 30 일에 종료되는 현재 회계 연도에 완료 
 
UMS 기술 지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계획 

● 부기 

● 회계 

● 소프트웨어 및 교육 구매,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  포함 

● 보조금 규정 준수 및 보고 

● 임대, 지역권, 기업구조 평가를 위한 일반 사업 법률 지원 

● 마케팅 전략 

● 광고 

● 사회 미디어 전략 및 실행 

● 웹 사이트 제작 및/또는 개선 

● 비주얼 머천다이징 및 쇼인도 상품 진열 

● 친환경 비즈니스 전략으로 친-환경 비즈니스-만들기 

● 외부 업체에서 실시하는 직원 교육 

● 정부 규제 지원 

● 재고 장비, IT 서비스, 클라우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 Great Streets 보조금 준비 지원 

● 일대일 또는 협업 사업 지원 

● 파티오 허가를위한 건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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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프로젝트: 

● 세금 보상을 포함한 기존 부채가 있는 재정상태  

●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재정 또는 지원자에 의해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의 교체 

● 사용을 위한 재산 취득 

● 2018 년 10월 1일 이전에 시작된 기술 지원 프로젝트 

● 새로운 개선 사항 구축, 기존 보수 작업의 개선, 외관 수리, DC 규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내부 증축이나 내부 수리 

● 토지 또는 건물 취득 

● 급여 

● 일상적인 운영 비용( 예: 공과금, 세금, 유지보수, 쓰레기) 

● 이사 비용 

● 음식, 음료, 출장 음식 서비스 

● 학비, 등록, 컨퍼런스 및 교육 여행  

● 워싱턴 D.C 정부에 대한 소송 지원  
 
일정 및 요구 사항   

신청 마감일은  2019 년 1 월 15 일 입니다.  UMS는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된 신청서만 

받습니다(신청서 목록은 아래에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신청서 전체를 검토하십시오.   
 
한 지역에서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매장 개선 신청서 또는 기술 지원 신청서) 매장 개선 

프로젝트 및 / 또는 컨설팅 서비스를 위해 $5,000 전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 지원 보조금 

및 매장 개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총 5,000 달러의 지원 가능함을 유의하십시오.  각 서비스 

옆에있는 숫자를 사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십시오.   
 
신청서 평가 방법 
매장 개선 보조금 신청은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 거리 풍경에 미치는 영향 

● 디자인 지침에 따른 미적인 호소력과 순응 

● 프로젝트 설명의 질 

● 비즈니스 성장 능력 (신규 고객 유치, 신규 아이템 제공 등) 

● 2019 년 8 월 15 일까지 프로젝트를 완료 할 수있는 능력 

● 처음 신청하는 지원자 (전년도에 지원을받지 못한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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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신청은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 필요성 진술에 대한 질 (왜 사업체는 지원을 원하는지) 

● 처음 신청하는 지원자 (전년도에 지원을받지 못한 사업체) 
 

계약 조건   

 보조금 수여 조건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으며 현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보조금으로 지불되는 모든 프로젝트는 9 월 15 일까지 완료되어야합니다이 기간 외에 

완료 될 프로젝트 는 자금 지원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 매점 개선을 위한 자금은 신청서에 명시된 작업 범위가 완료되고 업타운 직원이나 자원 

봉사자가 작업을 검사 한 후 보상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디자이너, 제작자, 설치업자 

또는 다른 공급 업체들에게 직접 지불되지 않습니다. 
 

●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지원자는 UMS를 통해 공인 기업과 연결되어 윤곽이 잡힌 작업 

범위를 완료합니다. 
 

● 모든 지원금은 UMS의 승인과 자금 가용성에 달려 있습니다. 
 

● 이 신청서를 제출한다고해서 보조금 지급 합의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 매장 개선 보조금을 요청하는 1층 사업자에게는 필요한 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지급되며 최대 5,000달러까지 보상합니다. 
 

● 매장 개선 보조금을 요청하는 2층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필요한 비용의 최대 

100퍼센트까지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지급되며 최대 3,000달러까지 보상합니다. 
 

● 모든 보조금 수령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작은 사인이나 스티커를 UMS가 5년 동안 

문에 부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신청을 완료하려면 위의 목록에 나와 있는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해만 합니다. 완성되지 

않는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 경비로는 기존 부채, 임대료, 급여 지불액, 일일 운영비, 유지 보수 및 이동 비용, 

설계 비용, 허가 수수료 및 대출이자에 대한 융자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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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S는 명시된 설계 기준뿐만 아니라 UMS Design & Economic Vitality 

Committees에서 합의된 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신청서가 보조금을 수여받지 못할 경우, UMS 지도부는 다음  보조금 검토 시기에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기쁘게 추천할 것입니다.  이것은 경쟁력있는 보조금이며 

많은 신청서로 인해 모든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하려면 다음 페이지를 작성하고 목록에 나와 있는 필수 서류를 첨부하세요.  완료 되지 않은 

신청서는 검토되지 않습니다.  작성한 신청서를 대표인 조던 하퍼비어(Jordan Haferbier)의 

이메일인 jordan@uptownmainstreet.org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저희 사무실로 제출해주세요. 
 
업타운 메인 스트리트 

ATTN: 조던 하퍼비어(Jordan Haferbier) 
4618 14th Street NW - Third Floor 
Washington, DC 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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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보조금 프로그램  

매장 개선 지원금 

사업체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면허 번호 (신규 사업 인 경우 BBL 신청 번호로 대체 가능)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건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자/연락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자 이메일:  
 
 
 
신청자 전화번호:  
 
 
 
UMS 매장 개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하나만 선택). 
 
[ ] 석공수리, 유리, 목조나 다른 외부 구조물 등 외관 및 매장 개선 

[ ]페인트 

[ ]천막/캐노피 수리 또는 교체 

[ ]외부 조명 

[ ]사인(표지판, 마운팅 브래킷, 기타 하드웨어 및 창문 글자 포함)  

[ ]벽돌, 석고, 난방, 환기, 공기 정화 시스템 등 내부 개선 작업 

[ ]벽화, 페인트 등 내부 장식 

[ ]내부 및 외부 화재 시설과 ADA 접근성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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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에너지 효율 시설 및 업데이트 

[ ]냉장고, 난로, 오븐, 환기 후드, 식기 세척기 등 영구 장비의 주요 부품 구입 

[ ] 보도 카페 신청 및 물리적인 경계를 정하기 위한 식물이나 울타리를 짓는 건축 계획 

[ ] 냉장고, 스토브, 오븐, 환기 후드 또는 식기 세척기와 같은 영구 장비의 주요 품목 취득 

[ ] 안뜰 공간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화분 및 / 또는 울타리 

[ ]보안 장비, 설치 및 유지 보수 비용 (도 OVJS 보조금을 신청해야 함) 
 
프로젝트 설명: 

(귀하가 신청한 지원 유형과 귀하의 사업에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지원을 받으면 귀하의 

사업 역량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 한 페이지 이내로 간략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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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개선을 위해 요청 된 총 자금 :   $________________  
 
(이 요청을 하려면 도급업자 견적서의 수치를 사용하십시오.  기술 지원 요청을 포함한 모든 소액 

대출 요청에 대한 총 비용은 5,000 달러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문장 옆에 이니셜을 기입하세요. 
 
________나는 사업체의 대표/관리자이다. 
 
________이미 완료된 프로젝트를 위해 신청한다. 
 
________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위해 신청한다. 
 
________완료될 예정(날짜)인 프로젝트를 위해 신청한다. 
 
________사업체 층수에 따라 매장 개선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 100퍼센트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1층 사업체는 5,000달러, 2층 이상 사업체는 3,000달러). 
 
비용을 먼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______보상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송장, 견적, 지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래에 사업주 대표 및 부동산 소유주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______ 신청서에 명시된 프로젝트 범위를 UMS에서 평가하고 승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범위를 벗어나는 작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 
사업자 서명사업자 이름        날짜 
 
 
 
 
이 신청서를 2019 년 1 월 15 일까지 제출하십시오. 자금 상황에 따라 보조금 수여가 

결정됩니다. 이 신청서를 보조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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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개선 보조금 필수 첨부 자료: 
 

[ ] 완료된 신청서 

 

2019 년 1 월 15 일에서 1 년 이상 만료되는 설치 주소의 현재 임대 사본 (재산 소유자가 증서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 

 

제안 된 개선 사항에 대한 부동산 소유주의 승인 또는 승인서 (제공된 서식 파일을 사용하십시오) 

 

[ ] 신청서에 대략적으로 기술된 모든 작업에 대한 허가증 사본(해당될 경우)  

 

[ ] 제안 된 프로젝트의 렌더링 (그림, 사진 등) 

 

[ ] 도급업자로부터 견적서 사본 

 

도급업자의 자격 여부, 영업 허가 번호, 이력서 / 이력서 등을 포함 

 

[ ] 2018 년 10 월 1 일 이전에 조세 국에서 발행 한 클린핸드 (Clean Hand)증명서  

 

지불 증명 사본 (취소 된 수표, 신용 카드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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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보조금 프로그램  

기술 지원 보조금 
 
사업체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면허 번호 (신규 사업 인 경우 BBL 신청 번호로 대체 가능)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건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자/연락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자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자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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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진술 : 
(신청하시는 지원 유형, 귀하의 비즈니스에서 어떤 문제 /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귀하의 

비즈니스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해주십시오. 대해 한 페이지 이내로 

간략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 

UMS 기술 지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점 개선 요청을 포함하여 모든 소액 보조금 요청의 비용이 $ 5,000 이하 여야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요청 된 서비스의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 ]사업 계획 

[ ] 새로운 사업 계획 개발 ($ 1,000) 

[ ] 사업 계획 업데이트 ($ 800) 
 

[ ]소프트웨어 및 교육 자료 구매 

[ ] 구성 리소스 관리 교육 ($ 2,000) * 

[ ] POS / 재고 소프트웨어 교육 ($ 1,500) * 
 

[ ]정부 규제 지원  

[ ] 허가 받기 보조 ($ 3,000) * 

[ ] CBE 등록 지원 ($ 1,800) 

[ ] 파티오 허가 받기 위한 건축 계획 ($ 1,000) * 
 

[ ] 마케팅 및 브랜딩 지원  

[ ] 소셜 미디어 컨설팅 30 시간 ($ 2,000) * 

[ ] 웹 사이트 개발 및 카피 ($ 4,500) * 

[ ] 옐프 교육 및 계획 개발 ($ 500) 

[ ] 종합 마케팅 계획 ($ 2,000) 

[ ] 비주얼 브랜드 평가 ($ 750) 

[ ] 로고 개발 ($ 500) 

[ ] 비디오 마케팅 / 상업 개발 ($ 1,500) * 

[ ] SEO 및 구글 웹 로그 분석 컨설팅 ($ 500) * 
 
[ ]광고 

[ ] 컨설턴트와 함께  하나의 광고 전략 구현 ($ 1,500) * 

[ ] 컨설턴트와 함께 한 특별 행사 실시($ 1,500) * 
 

[ ] 비주얼 머천다이징 및 쇼인도 상품 진열 

컨설턴트와 함께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계절별 창 디스플레이 구현 ($ 1,500) * 
 

[ ] 그린 비즈니스 전략 



 
15 

. 

[ ] 에너지 감사 ($ 300) 

[ ] 지속 가능성 계획 개발 ($ 500) 
 

[ ] 세금 준비 및 회계 지원  

[ ] 큐익북(Quickbooks) 설정 및 일대일 교육 ($ 1,200) 

[ ] 세금 평가를위한 회계사와의 1 회 세션 ($ 500) 
 

[ ] 법률 지원  

 [ ] 상표 및 저작권 상담 ($ 2,200) 

 [ ] 임대 협상 지원 ($ 1,200) 

 [ ] 기타 법적 지원 _________ (사전에 UMS와상의하십시오) 
 
[ ]외부 업체에서 실시하는 직원 교육 

[ ] 개별 안전 바 단체 교육 ($ 600) 

[ ] 능력 배양 훈련 (건강 관리, 고객 서비스, 판매 기술 등) ($ 800) 

[ ] 기타 (UMS와 미리 협의하십시오) 
 

[ ] 그래이트 스트리츠(Great Streets) 보조금 지원 

[ ] 그래이트 스트리츠(Great Streets) 보조금 준비 ($3,000)* 

[ ] 그래이트 스트리츠(Great Streets)는 준법 감시 및보고 (2,000 달러) 
 

[ ]일대일 또는 협력 사업 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전에 UMS와 

협의하십시오) 
 
 
기술 지원 컨설팅을 요청한 총 자금 :   $________________  

(모든 소액 보조금 요청에 대한 총 비용은 $ 5,00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이 서비스와 함께 개발했거나 그전에 개발 된 포괄적인 마케팅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상세한 사업 계획은 UMS 지도부가 적절하다고 판단 할 경우 마케팅 계획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컨설턴트가 사업 계획 또는 마케팅 계획을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옆에 별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문장 옆에 이니셜을 기입하세요. 
 
______나는 사업체의 대표/관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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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이 신청서는 2019 년 8 월 15 일까지 완료 될 프로젝트를위한 것입니다. 
 
______UMS가 공인 사업체(CBE)와 나를 연결해 주고 위에 명시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______모든 기술 지원 보조금이 UMS에 의해 지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______ 나는 업타운 메인 스트리트 (Uptown Main Street)와 함께 양해 각서에 서명하고, 기술 

지원 서비스를 통해 수행해야 할 책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 
사업자 서명사업자 이름        날짜 
이 신청서를 2019 년 1 월 15 일까지 제출하십시오. 자금 상황에 따라 보조금 수여가 

결정됩니다. 이 신청서를 보조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 
기술 지원 보조금 필수 첨부 자료: 
 
[ ] 신청서 
 
[ ] 신청 만기일로부터 1 년 이상 만료되는 현재리스 사본 (부동산 소유자가 증서 사본을 제공 할 

경우) 
 

[ ] 2018 년 10 월 1 일 이전에 조세 국에서 발행 한 클린핸드 (Clean Hand)증명서  

 

[ ] 사업 계획 또는 마케팅 계획 사본 (서비스 옆에 *가있을 경우 필수) 



업타운 스트리트 
4618 14th Street NW, 3nd Floor | 518 Kennedy Street NW 

Washington, DC 20011 
w: uptownmainstreet.org  e: info@uptownmainstreet.org  p: (202) 270-1461 

 

2018년 9월 29일 토요일 

 

조단 헤이퍼비어 

업타운 스트리트 

4618 14th Street NW, 3rd Floor 

Washington, DC 20011 

 

친애하는 하이퍼비어님: 

 

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세입자)에게 소유지를 개조 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 위해 글을 

남깁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유지 주소)에 있는 소유지의 다음 사항들을 개조 할 수 있습니다.  

 

Washington, DC 20011: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서한에 서명함으로써, 나는 세입자가 이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나와 공유했으며, 제안 된 일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럼, 

 

집주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집주인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유지 관리 회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