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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지역 COVID 기금 보조금 신청 
 
이 LA 지역 COVID 기금은 COVID-19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카운티")가 할당한 연방 보호법 -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기금 ("CRF")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지역 계획 지원 공사("LISC")가 LA 지역 COVID 기금 보조금을 관리할 

것입니다. 재정 지원은 자금 가용성, 프로그램 지침, 모든 필수 정보 및 지원 문서 제출을 기반으로 한 

최종 수상 권고를 얻은 적격한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들에 할당됩니다.  보조금은 COVID-19 유행병과 

관련하여, 아래 나열된, 적격 활동들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적격한 지출들은 2021 년 1 월 1 일 

시작하여 협약 기간 종료일인, 2021 년 12 월 30 일 전까지입니다.  
 
적격한 기업들 

1. COVID-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음.  이러한 영향들은 문서화되고, 정량 가능해야 하며, 

COVID-19와 명확하게 관련되어야 합니다. 

2. 헤어 및 뷰티 살롱, 네일 살롱, 에스테틱, 스킨 케어, 전기학, 이발소, 신발 수리점, 드라이 클리너, 

자동차 또는 가전 제품 수리, 꽃 가게, 파티용품점, 서점, 의류 매장, 베이커리, 도넛 매장, 

커뮤니티 식료품점/시장 및 다양한 할인점과 같은 개인 관리 및 소매 부문의 중소기업. 

3. 로스앤젤레스 시를 제외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사업장이 위치한 재래식의 오프라인 

사업체여야 합니다. 확인하려면, 이 링크를 사용하십시오: 
https://lavote.net/apps/precinctsmaps 

4. 개방적이고 운영 중인 사업체여야 합니다. 

5. 연간 매출이 1,000,000 달러 미만인 기업. 

6. 사업체가 2021 년에 카운티로부터 CRF 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7. 2019 년 9 월 4 일부터 운영 중임. 
 
지원금 수여자들은 온라인, 무작위 신청 시스템을 통해 선정됩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들은 시스템에서 더 많은 가중치를 받습니다: 
 

-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커뮤니티에 위치한 사업체 (평균 중간 소득 ("AMI")의 80% 또는 50% 중 

하나). 

- 재향 군인들이 주도하거나 소유하는 법인. 

- 연간 총 수익이 $500,000 미만인 중소기업 단체 

- 건강 위험 범위가 90% 이상인 CalEnviroScreen 지도 커뮤니티. 

- 카운티 감독관 및 시의회 지구별 사회 경제적 데이터 종합 점수 (예: 빈곤율, 학력, 중간 소득 등) 

https://lavote.net/apps/precincts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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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요인들이 있는 지구는 더 높은 가중치를 받습니다.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로부터 아직 COVID-19 관련 보조금을 받지 않은 기관 
 

적격한 활동들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활동들은 2021 년 1 월 1 일에 시작하여, 2021 년 12 월 30 일에 종료되는 

기간 ("보장 기간") 동안 다음을 포함한,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 중단 또는 폐업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1.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한 필수 폐쇄로 야기된 사업 중단 비용들을 상환하기 위한 지출들.  

 
2. 그러한 지출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 지불은 경제적 지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을 촉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문을 닫거나, COVID-19 공중 

보건 비상으로 인한 고객 수요 감소로 영향받은 소규모 사업체들에 혜택을 주는 보조금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은 부적격한 활동들 또는 보장되는 비용들의 예를 제공합니다:  

1. Medicaid 주 부담분에 대한 비용.  

2. 보장되는 손실.  

3. 위험 급여 또는 초과 근무 이외의 인력 보너스.  

4. 퇴직금.  

5. 법적 정산. 

6. 재산세. 

7. COVID-19와 무관한 개인 활동/상품/서비스. 
 
신청 절차 

LISC에서 신청서를 제공합니다.  
 
신청자들은 한 단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체를 소유한 신청자들은 수익이 가장 

많은 사업체에 대해 하나의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보조금은 신청자 및 영업세 ID 당 하나의 

보조금으로 제한됩니다.  
 
귀하의 중소기업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 이메일로 통지 받습니다.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보조금이 수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종 후보자로서, 다음과 같은 확인 문서들이 필요합니다: 

1. 2019 년 또는 2020 년 세금 신고 

2. 캘리포니아 주 국무 장관 웹 사이트 상의 운영 증명 

3. 자격을 갖춘 SBDC와의 기술 지원 약속을 위한 등록 증명 

4. 재향 군인 주도 기관인 경우 DD214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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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W-9 양식 

6. ACH 양식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서면 통지 후 영업일 기준 5 일 이내에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신청 절차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각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신청자들은 LISC, 그 계열사, 회원, 파트너 

및 직원에게 이 양식에 포함된 모든 정보의 사용 또는 그 적절성, 정확성, 또는 완전성과관련된 모든 

종류의 손실, 손해, 비용 또는 지출들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ISC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이 보안 양식에 입력된 데이터는 어셈블리 양식을 사용합니다. 더 많은 

정보. 
 

이해의 상충  

현재 LISC의 이사, 임원, 직원 및 계약자 그리고 그러한 개인의 가족 구성원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 

증손자, 및 자녀, 손자 및 증손자의 배우자)는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구할 수 없습니다. 
 
홍보  

수여되는 경우, 수여 과정 중 제공되는 사업체/신청자의 신청 정보, 이름, 내역서 및 기타 정보는 모든 

형식과 미디어의 홍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업체/신청자는 LISC, 그 대리인 및/또는 프로그램 

후원자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연락할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통보가 될 때까지, 신청자는 

모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 뉴스 미디어 또는 지역 출판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결선 

진출자로서의 지위를 공개적으로 공유하지 않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제출 안내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하기 전에, 신청자는 별도의 백업 문서에 그들의 답변들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웹 페이지를 떠나는 경우 작업 내용이 저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거나, 또는 다른 잠재적인 웹 브라우저 문제들로 인해 작업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가 제출된 후에, 당사는 보조금 신청에 대한 귀하의 변경 사항을 수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이 신청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확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또한 세금 결정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경우 세금 컨설턴트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본인은 위에 명시된 이용 약관을 읽었으며 이에 동의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_ 예 _ 아니오 

 

LISC LA COVID 기금 보조금 신청 

 

https://www.lisc.org/about-us/privacy-policy/
https://www.lisc.org/about-us/privacy-policy/
https://www.formassembly.com/security/#close
https://www.formassembly.com/security/#close
https://www.formassembly.com/security/#close
https://www.formassembly.com/security/#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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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2. 50 단어 이하로, 귀하의 사업 활동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3.  귀하의 사업체는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_2019 년 9 월 4 일 이전 
_2019 년 9 월 4 일 이후 

 

4. 귀하의 사업체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실질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까? 

_ 예, 제 사업체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실질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_ 아니요, 제 사업체는 가상 기반, 가정 기반 또는 모바일 기반 사업체입니다.  

 

5. 귀하는 현재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 중입니까? 

_예 

_아니오 

 

6. 귀하의 주요 사업은 무엇입니까? 드롭 다운 메뉴에서 선택하십시오. 

헤어 살롱 

뷰티 살롱 

네일 살롱 

미학자 사무실 

피부 관리 사무실 

전기학 사무실 

이발소 

신발 수리점 

세탁소 

자동차 또는 가전 제품 수리점 

꽃집 

파티용품점 

서점 

의류 매장 또는 옷 가게 

빵집 

도넛 가게 

지역 사회 식료품점/시장 

다양한 할인점 

위의 것 중에 없음 

 

7. COVID-19 전염병의 결과로 인한 사업 손실 또는 사업 중단으로 인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습니까?  

_예 
_아니오 

 

8.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COVID-19 구호 활동의 다른 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까?  

_예 

_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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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하의 사업체는 이전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COVID-19 구호 활동으로부터 중소기업 

보조금을 받았습니까 (여기에는 LA COVID 기금의 다른 회차의 보조금을 포함합니다)?  
_예 

_아니오 

 

10. COVID-19 구호 활동과 관련된 도시의 사업 지원 보조금으로부터 귀하의 사업체를 위한 

자금을 받았습니까?  

_예 

_아니오 

 

11. 귀하의 사업이 다음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합니까: 

• 비영리 단체 

• 상장 기업;  

• 기업 소유 프랜차이즈; 

• 은행, 대출 기관, 급여 담보 대출 기관, 자동차 소유권 대출 기관, 수표 현금 지급기, 

거래 주식이 금전 및 모기지인 기타 사업체 및 기타 유사한 기관과 같은 금융 기관 

• 생명, 자동차, 주택, 보석금 및 기타 유사한 단체와 같은 보험 회사 

• 개인 또는 사교 클럽  

• 전당포; 

• 점성술, 손금 보기; 

• 주류 판매점, 나이트 클럽; 

• 로비 활동에 시간이나 자원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로비 회사 또는 사업체;  

• 빙고 팔러, 카지노와 같은 도박 활동에 관여하는 사업체; 

• 트레일러 보관 및 고물 처리장;  

• 마사지 업소/시술소;  

• 음란한 성적인 성격의 라이브 공연을 보여 주거나/또는 음란한 성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체;  

• 마리화나의 판매, 재배 또는 운송을 포함하여, 주 또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활동울 

수행하므로써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체;  

• 당파적 정치 활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사업체; 및 

• 총기 또는 탄약 상점. 

_예 

_아니오 

 

 

12. 신청 기관과의 귀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_나는 기관을 대신하여 이 작업을 완료합니다 (나는 직원, CPA, 기타입니다). 

_나는 사업체 주인입니다. 

 

주요 중소 기업 주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하십시오 

 

 

 

중소 기업 정보 

참고 사항: 한 사업체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체들을 보유한 사업체 소유자들의 

경우, 소유한 가장 큰 사업체를 기반으로 이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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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보조금은 개인 및 영업세 ID 당 하나의 보조금으로 제한됩니다. 

 

13. 리드 사업주 정보 (하이픈을 포함한 특수 문자 없음) 

이름: 

중간 이름: 

성(들): 

 

14. 연락용 기본 이메일 - 이 이메일은 신청 과정에서 모든 LISC 통신에 사용됩니다. 

14.1 연락용 보조 이메일 (선택 사항) 

 

15. 신청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화 번호는 무엇입니까? 

_사업체 영구 전화 번호 

_사업주 전화 번호 

 

기관 전화 번호 (숫자만 - 대시 없음) 

소유자 전화 번호 (숫자만 - 대시 없음) 

 

필요한 경우 LISC가 SMS/문자를 통해 위 번호로 연락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까? 

_예 

_아니오 

 

16. 사업체 정보 

웹사이트: 

 

 주요 소셜 미디어 주소 (예: 페이스북, 트윗터 또는 인스타그램): 

 

 법인 이름 (해당되는 경우 경영 중인 법인 포함) (하이픈을 포함한 특수 문자 없음): 

 

 법인 주소 (사업체/조직 실제 위치) 

 기관 시/도시 

 기관 주/지역 

 기관 우편 번호 

 

 

17. 대체 사업체 정보 

위 기관의 주소에서 우편물을 수령하고 수집합니까? 

_예 

_아니오 

 
기관의 대체 우편 주소는 무엇입니까? (거리, 도시, 주, 우편 번호) 

추가 사업체 정보 

18. 조직 구조 

_개인 기업  

_법인 (영리 법인, S Corp, C Corp 등 포함) 

_유한 책임 회사 

_파트너십 (합명 및 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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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기타 - 구체적 기재하십시오: 

 

기타:    

 

19. 운영 연수 

_1 년 미만 

_1-2 년 

_3-5 년 

_6-9 년 

_10 년 이상 

 

20. 가장 최근에 제출한 세금 신고서에 보고된 귀하의 사업체의 총 수익은 얼마입니까? 

_$50,000 미만 

$50,001 ~ $99,999 

$100,000 ~ $299,999 

_$300,000 ~ $499,999 

_$500,000 ~ $1,000,000 

_$1,000,000 이상 

 

근로자 수 

다음 질문은 기관의 근로자 수에 대해 묻습니다. 이 섹션에서, 정규직 근로자는 주당 35 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주당 35 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21. 아시다시피, 귀하의 사업은 2020 년 1 월 현재 귀하를 포함하여, 몇 명의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했습니까?     

정규직 직원이 없는 경우 숫자 0을 입력하십시오. 
 
 
22. 아시다시피, 귀하의 사업은 2020 년 1 월 현재 귀하를 포함하여, 몇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했습니까?      

비정규직 직원이 없는 경우 숫자 0을 입력하십시오. 
 
 
23. 아시다시피, 귀하의 사업은 2021 년 1 월 현재 귀하를 포함하여, 몇 명의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했습니까?     

정규직 직원이 없는 경우 숫자 0을 입력하십시오. 
 
24.  아시다시피, 귀하의 사업은 2021 년 1 월 현재 귀하를 포함하여, 몇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했습니까?    

비정규직 직원이 없는 경우 숫자 0을 입력하십시오. 
 
 
 
 
주요 산업 

25. 귀하의 주요 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를 고르십시오) 

_숙박 및 식품 서비스(호텔, 레스토랑, 바, 이동 식품 업체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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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행정 및 지원 및 폐기물 관리 및 개선 서비스(고용 서비스, 사업체 지원 서비스, 여행 및 

예약 서비스, 건물 및 주거 서비스를 포함하여, 다른 조직의 일상적 운영을 위한 일상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시설 포함) 

_농업, 임업, 어업 및 사냥(농장, 목장, 유제품, 온실, 종묘장, 과수원 또는 부화장 포함) 

_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극장, 무용 및 음악 회사, 박물관, 스포츠 팀, 공연 

예술가, 피트니스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 포함) 

_건축(일반 계약자들, 도장, 석조, 배관, 전기 공사, 등의 사업 계약자들 포함) 

_교육 서비스(초등 및 중등 학교, 기술, 기량 및 무역 교육, 언어 학교,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지도, 등 포함) 

_금융 및 보험(은행, 신용 조합, 저축 기관, 비예금 신용 기관, 보험 기관, 등 포함) 

_건강 관리 및 사회적 지원(의사 및 치과 의사의 사무실, 가족 계획 센터, 간호,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 아동 보육 서비스 포함) 

_정보(신문 및 정기 간행물, 영화 제작자, 음악 및 라디오 제작자, 등 포함) 

_회사 및 기업 관리(회사, 기업의 증권을 보유, 관리 및 감독하는 시설 포함) 

_제조(공장, 제조사, 빵집, 사탕 제조사, 맞춤형 재단사, 등 포함) 

_광업, 채석 및 석유 및 가스 추출(자연 발생 광물 고형물들을 추출하거나 선별하는 시설들 

포함) 

_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법률, 회계 및 세금 서비스, 건축,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서비스, 

컨설팅, 마케팅 서비스, 수의학 서비스, 등 포함) 

_부동산 및 임대 및 리스(재산 관리, 자산 관리 및 임대 포함) 

_소매업(식품점, 식료품점 및 편의점, 철물점, 보육원/정원 센터, 꽃집, 서점, 자동차 딜러, 

의류점, 등 포함) 

_운송 및 창고(여객 및 화물 운송 제공, 창고 및 물품 보관, 관광 및 관광 운송 포함) 

_유틸리티(전력, 천연 가스 제공, 증기 공급, 물 공급 및 하수 제거 포함) 

_도매 거래(도매상 및 유통 업체 포함) 

_기타 서비스(수리 및 유지 보수 서비스, 네일 및 미용실, 스파, 이발소, 드라이 클리닝 및 

세탁 서비스, 일반 자동차 수리 등과 같은 개인 관리 서비스, 등 포함) 

 

26. 귀하의 NAICS 코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키워드로 검색하십시오: 

https://www.naics.com/search/) 

_________ 

 

 

사회 경제적 데이터 

설문 조사의 다음 부분은 주요 사업주/비영리 전무 이사와 관련된 사회 경제적 데이터를 

요청하며, 그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주/비영리 단체가 자신을 식별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답변 안함'을 선택하십시오. 

 

27. 나이 

사업주는 적어도 18 세이어야 합니다. 

_18-24 

_25-34 

_35-44 

_45-54 

_55-64 

_65+ 

_대답 안하기를 선호합니다 

https://www.naics.c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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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성별 (사업주/전무 이사가 자체 식별 방식에 따라) 

_여자 

_남자 

_여성도 남성도 아닌 

_기타 

_대답 안하기를 선호합니다 

 

29. 재향 군인 

(예인 경우, DD214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_예 

_아니오 

_대답 안하기를 선호합니다 

 

30. 인종/민족 

(주요 사업주가 자신을 식별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하십시오) 

_아프리카 아메리칸/블랙 

_아메리카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 

_아시아 사람 

_하와이 원주민/태평양 섬 주민 

_히스패닉/라틴계 

_백인 

_혼혈 

_다인종 

_기타 

_대답 안하기를 선호합니다 

 

 

보조금 정보 

31. 귀하께서 자금을 받는 경우, 귀하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달러 금액과 함께 기재하십시오. (100 단어 이하) 

 

32. COVID-19 전염병이 귀하의 중소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 설명하십시오 (판매 손실, 

근로자 해고, 직원 급여, 청구서 지불 연체, 사업 폐쇄, 등). 귀하의 사업체에서 수익이 

손실된 경우, 예상 손실을 언급하십시오. (100 단어 이하) 

 

 

33. 급료 보호 프로그램(PPP)을 통해 대출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귀하의 단체가 자금을 받을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_신청함 및 승인됨 

_신청함 및 거부됨 

_신청함 및 답신을 듣지 못함 

_신청하지 않음 

 

34. 경제적 상해 재해 대출 프로그램 (EIDL)을 통해 대출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귀하의 단체가 

자금을 받을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_신청함 및 승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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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신청함 및 거부됨 

_신청함 및 답신을 듣지 못함 

_신청하지 않음 

 

35. 아시는 한, 2020 년 1 월과 비교하여 2021 년 1 월의 수익/순이익은 어떻습니까? 

_20% 미만 감소됨 

_20 ~ 49% 감소됨 

_50% 이상 감소됨 

_동일하게 유지됨 

_증가했음 

_모름/답변 없음 

 

36. 귀하의 선호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_아랍어 

아르메니아어 

광동어 

영어 

페르시아어 

힌디어 

일본어 

크메르어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기타 

 

기타, 구체적 기재하십시오: 

37. 기금을 사용할 목적과 COVID-19의 영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한 설명은 

COVID-19의 영향받는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경우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보조금은 이 신청서의 활동 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은 이 신청서 내의 활동 설명 부분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38. 귀 기관의 EIN 번호는 무엇입니까? 

 

 

최종 단계: 아래 정보를 검토하고, 전자 서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신청을 완료하려면 아래의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일반적인 질문을 위해, LA COVID-19 기금에 대한 업데이트를 위해 LA COVID-19 기금 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FAQ에서 답변하지 않은 추가 질문들은 lacovidfund@lisc.org 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당사는 이 이메일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라 FAQ 를 업데이트하고 

https://www.lacovidfund.org/
mailto:lacovidfund@lisc.org
https://www.lisc.org/covid-19/small-business-assistance/small-business-relief-grants/frequently-asked-questions/?utm_medium=email&utm_campaign=eAnnouncement%20Small%20Business%20Relief%20Grant%20Application%20Confirmation%20Round%202%20Batch%201&utm_content=eAnnouncement%20Small%20Business%20Relief%20Grant%20Application%20Confirmation%20Round%202%20Batch%201+CID_73759f177c02198ea6736057d028de82&utm_source=Email%20marketing%20software&utm_term=LISCs%20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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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카운티 재해 지원 센터 (833-238-4450)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데이터 보안 관련 질문들은 LISC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검토하십시오. 

 

추가 자료 및 프로그램들에 대한 업데이트는 LISC’s COVID-19 기금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인증: 

검토와 이후의 보조금 수령를 위해 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본인, ____________________는 

본 프로그램에 따라 중소기업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중대한 허위 진술 및/또는 

위조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위 정보가 

본인이 아는 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미국법 제목 18, 섹션 1001은 

한 개인이 중죄의 혐의가 있고 미국 정부 부처에 고의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거짓 또는 사기 

진술을 한 경우 지원이 종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사기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내 사업체는 더 이상 중소 기업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연방, 주 

및/또는 현지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기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다음 사항을 이해하고 확인합니다: 

         

    이 확인란을 선택함으로써, 본인은 본인의 사업체가 해당 기간 동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로부터 다른 COVID-19 관련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 음을 확인합니다.  

이 확인란을 선택함으로써, 본인은 본 신청서에 명시된 적격한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해서만 해당 보조금을 사용하고 해당 비용 사용을 입증하는 영수증과 문서를 5 년 

동안 보관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확인란을 선택함으로써, 본인은 수령한 보조금이 급여 보호법 대출을 포함하여, 

연방 프로그램에 따라 상환되거나 상환될 비용들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이 확인란을 선택함으로써, 본인은 수령한 보조금이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다시 부여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이 확인란을 선택함으로써, 본인은 지난 7 년 동안 (유죄 판결일로부터 실행되는 시간) 어느 

주에서나 연방 정부의 법에 따라 (양형 거래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탄원을 포함하여)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https://www.lisc.org/about-us/privacy-policy/
https://www.lisc.org/covid-19/

	지원금 수여자들은 온라인, 무작위 신청 시스템을 통해 선정됩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들은 시스템에서 더 많은 가중치를 받습니다:
	지원금 수여자들은 온라인, 무작위 신청 시스템을 통해 선정됩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들은 시스템에서 더 많은 가중치를 받습니다:
	-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커뮤니티에 위치한 사업체 (평균 중간 소득 ("AMI")의 80% 또는 50% 중 하나).
	-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커뮤니티에 위치한 사업체 (평균 중간 소득 ("AMI")의 80% 또는 50% 중 하나).
	- 재향 군인들이 주도하거나 소유하는 법인.
	- 연간 총 수익이 $500,000 미만인 중소기업 단체
	- 건강 위험 범위가 90% 이상인 CalEnviroScreen 지도 커뮤니티.
	- 카운티 감독관 및 시의회 지구별 사회 경제적 데이터 종합 점수 (예: 빈곤율, 학력, 중간 소득 등) 불리한 요인들이 있는 지구는 더 높은 가중치를 받습니다.
	- 카운티 감독관 및 시의회 지구별 사회 경제적 데이터 종합 점수 (예: 빈곤율, 학력, 중간 소득 등) 불리한 요인들이 있는 지구는 더 높은 가중치를 받습니다.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로부터 아직 COVID-19 관련 보조금을 받지 않은 기관
	적격한 활동들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활동들은 2021 년 1 월 1 일에 시작하여, 2021 년 12 월 30 일에 종료되는 기간 ("보장 기간") 동안 다음을 포함한,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 중단 또는 폐업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활동들은 2021 년 1 월 1 일에 시작하여, 2021 년 12 월 30 일에 종료되는 기간 ("보장 기간") 동안 다음을 포함한,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 중단 또는 폐업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1.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한 필수 폐쇄로 야기된 사업 중단 비용들을 상환하기 위한 지출들.
	2. 그러한 지출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 지불은 경제적 지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을 촉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문을 닫거나, COVID-19 공중 보건 비상으로 인한 고객 수요 감소로 영향받은 소규모 사업체들에 혜택을 주는 보조금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그러한 지출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 지불은 경제적 지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을 촉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문을 닫거나, COVID-19 공중 보건 비상으로 인한 고객 수요 감소로 영향받은 소규모 사업체들에 혜택을 주는 보조금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은 부적격한 활동들 또는 보장되는 비용들의 예를 제공합니다:
	1. Medicaid 주 부담분에 대한 비용.
	2. 보장되는 손실.
	3. 위험 급여 또는 초과 근무 이외의 인력 보너스.
	4. 퇴직금.
	5. 법적 정산.
	6. 재산세.
	7. COVID-19와 무관한 개인 활동/상품/서비스.
	신청 절차
	LISC에서 신청서를 제공합니다.
	신청자들은 한 단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체를 소유한 신청자들은 수익이 가장 많은 사업체에 대해 하나의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보조금은 신청자 및 영업세 ID 당 하나의 보조금으로 제한됩니다.
	신청자들은 한 단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체를 소유한 신청자들은 수익이 가장 많은 사업체에 대해 하나의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보조금은 신청자 및 영업세 ID 당 하나의 보조금으로 제한됩니다.
	귀하의 중소기업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 이메일로 통지 받습니다.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보조금이 수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종 후보자로서, 다음과 같은 확인 문서들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중소기업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 이메일로 통지 받습니다.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보조금이 수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종 후보자로서, 다음과 같은 확인 문서들이 필요합니다:
	1. 2019 년 또는 2020 년 세금 신고
	2. 캘리포니아 주 국무 장관 웹 사이트 상의 운영 증명
	3. 자격을 갖춘 SBDC와의 기술 지원 약속을 위한 등록 증명
	4. 재향 군인 주도 기관인 경우 DD214 양식,
	5. 온라인 W-9 양식
	6. ACH 양식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서면 통지 후 영업일 기준 5 일 이내에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서면 통지 후 영업일 기준 5 일 이내에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신청 절차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각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신청자들은 LISC, 그 계열사, 회원, 파트너 및 직원에게 이 양식에 포함된 모든 정보의 사용 또는 그 적절성, 정확성, 또는 완전성과관련된 모든 종류의 손실, 손해, 비용 또는 지출들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ISC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이 보안 양식에 입력된 데이터는 어셈블리 양식을 사용합니다. 더 많은 정보.
	신청 절차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각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신청자들은 LISC, 그 계열사, 회원, 파트너 및 직원에게 이 양식에 포함된 모든 정보의 사용 또는 그 적절성, 정확성, 또는 완전성과관련된 모든 종류의 손실, 손해, 비용 또는 지출들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ISC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이 보안 양식에 입력된 데이터는 어셈블리 양식을 사용합니다. 더 많은 정보.
	신청자 정보
	중소 기업 정보
	13. 리드 사업주 정보 (하이픈을 포함한 특수 문자 없음)
	16. 사업체 정보
	17. 대체 사업체 정보
	추가 사업체 정보
	근로자 수
	사회 경제적 데이터
	보조금 정보

	검토와 이후의 보조금 수령를 위해 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본인, ____________________는 본 프로그램에 따라 중소기업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중대한 허위 진술 및/또는 위조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위 정보가 본인이 아는 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미국법 제목 18, 섹션 1001은 한 개인이 중죄의 혐의가 있고 미국 정부 부처에 고의로 그리...
	또한 본인은 다음 사항을 이해하고 확인합니다:
	( 이 확인란을 선택함으로써, 본인은 본인의 사업체가 해당 기간 동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로부터 다른 COVID-19 관련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 음을 확인합니다.
	(이 확인란을 선택함으로써, 본인은 본 신청서에 명시된 적격한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해서만 해당 보조금을 사용하고 해당 비용 사용을 입증하는 영수증과 문서를 5 년 동안 보관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확인란을 선택함으로써, 본인은 본 신청서에 명시된 적격한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해서만 해당 보조금을 사용하고 해당 비용 사용을 입증하는 영수증과 문서를 5 년 동안 보관하는 데 동의합니다.
	( 이 확인란을 선택함으로써, 본인은 수령한 보조금이 급여 보호법 대출을 포함하여, 연방 프로그램에 따라 상환되거나 상환될 비용들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이 확인란을 선택함으로써, 본인은 수령한 보조금이 급여 보호법 대출을 포함하여, 연방 프로그램에 따라 상환되거나 상환될 비용들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이 확인란을 선택함으로써, 본인은 수령한 보조금이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다시 부여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이 확인란을 선택함으로써, 본인은 수령한 보조금이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다시 부여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