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fax County, 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 구제 보조금 프로그램 발표 6 월에 신청서
접수
Fairfax County 감독 위원회는 오늘 투표를 통해 고용주 지원을 위한 Fairfax 구제 이니셔티브(Fairfax
RISE)를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airfax RISE 는 2 천 5 백만 달러 신규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COVID-19 의 영향을 받은 소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가 CARES
법에 따라 카운티에게 제공한 펀드로 지원 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Fairfax County 에게는 역사상 최초가 될
것입니다. 이번 보조금을 통해 소기업과 비영리 단체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직원들을 계속
유지하며 미래 성장을 위해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라고 Fairfax County 감독 위원회 의장
Jeffrey C. McKay 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Fairfax County 지역 사회 및 경제에 매우 중요한 많은
소기업과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하기 원합니다.＂
COVID-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소기업과 비영리 단체들을 즉시 구제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입니다. Fairfax County 는 COVID-19 비상 시기에 소기업과 단체들이 영업 및 활동을
지속하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보충 프로그램들 간에 존재하는 틈새들을 메울 것입니다.
Fairfax RISE 는 해당 자격이 있는 기업과 비영리 단체 에게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히 소수 민족, 재향 군인 및 여성 소유주 기업에는 총 프로그램 보조금의 최소
30% (즉, 7 백 5 십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프로그램은 역사적으로 유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이러한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카운티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직원들을 보유한 소수 민족 운영
기업들은 Fairfax County 에 32%에 달하며, 소수 민족, 여성 및 재향 군인 소유의 기업들을 모두
합하면 카운티 내에는 80,000 명의 직원이 있고 연간 총매출은 144 억 달러에 달합니다.
보조금 신청 절차는 2020 년 6 월 초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려면, 해당 기업은 주
사업장을 포함한 하나 이상의 사업장이 Fairfax County 내에 설립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Fairfax County 에는 Towns of Herndon, Vienna, 및 Clifton 소재의 기업체 뿐 아니라 비영리
단체들도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수급자는 모든 사업장을 망라하여 총 50 명 이하의 직원이 일하고
있고 영업한 지 1 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유효한 비즈니스, 프로페셔널 및 직업
라이센스(BPOL)가 있어야 합니다(단, 비영리 단체는 제외).
Fairfax RISE 보조금은 상시 근로 직원 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직원 1~10 명: $10,000
직원 11~25 명: $15,000
직원 26~49 명: $20,000

보조금 사용 용도:





직원 보수(급여 및 복리후생비)
운영 자본
장비 구입
재고




임대료
기타 사업 상 중요한 운영비

보조금은 수급자가 영업 중단을 완화할 수 있는 합당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폐업
또는 신규 창업 시 채무 갚는 데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금번 2 천 5 백만 달러 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 구제 보조금 프로그램은 앞서 Fairfax County 가
COVID-19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 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
프로그램들과는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에는 2 백 5 십만 달러의 소기업 코로나
복구용 소액 융자 및 2 천 5 백만 달러의 비영리 단체용 안전망 보조금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 이니셔티브부(The Department of Economic Initiatives)는 Fairfax RISE 보조금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모니터링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Fairfax County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경제
이니셔티브부(Department of Economic Initiatives), Economicinitiatives@fairfaxcounty.gov 으로
연락하거나 703-324-5171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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