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M-POWER 보조금 프로그램
당사가 이 보조금 프로그램을 출시하는 이유
MGCC 는 매사추세츠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업가 및 소규모 영세업자가
경제적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및 적정한 수입을
가진 사업가의 사업 인수, 확장, 시설물 개선 또는 대여, 장비의 구매 또는 대여, 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사업의 자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집중합니다.
Biz-M-Power 의 목적은 사업체의 성장 및 현지 거주인, 이웃, 지역사회 구성원 및 주주들의
지원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Biz-M-Power 는 매사추세츠의 소규모 영세업자 및 사업가가 경제적 성공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목표는 Biz-M-Power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업체를 위한 자금/자본을 증가하여 매사추세츠의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경제적 성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단계는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것이며, 이는 MGCC 의 소규모
영세업체 기술 지원(SBTA) 제공자(신청자의 후원자 역할을 함)의 기관과 파트너쉽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MGCC 신청 허가 및 Patronicity 의 허가과정에서
Patronicity 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원금을 활용하고, 해당 보조금
신청서의 요청 금액에 맞추기 위해 자금을 모집하게 됩니다.
2021 회계연도(FY21)에 주연방 운영 예산으로 별로 배정된 총 $7,500,000 의 자금을 통해,
이에 해당하는 최대 $20,000 의 보조금을 사용하여 성공적인 크라우드펀딩 켐페인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여성, 소수민족, 이민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자, 미국의 제대군인, 장애인, LGBTQ+ 커뮤니티 멤버가 소유하는 오프라인
기업, 그리고 매사주체스 게이트웨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게 주어집니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최대 $20,000 에 해당하는 보조금(SBTA 후원자에게 지불하는 비용
$250 미만)을 제공하여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소규모 영세업체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구하게 됩니다. SBTA
제공자는 소규모 영세업체가 신청 과정에 액세스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소규모 영세업자 신청인은 그들의 SBTA 후원자의 도움을 받고, 다음 단계에서 허가를
받으면 Patronicity 코치의 도움을 받아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가 또는 소규모 영세업체여야 합니다:
•

현재 매사추세츠에 위치하며 운영되고 있는 (물리적으로) 설립된 오프라인 업체,

•

현재 1~20 명의 FTE 직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최소 한 명이 사업체를 보유하는
업체,

•

현재 사업주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업체,

•

$2,500,000 을 초과하지 않는 연간 수입을 가진 업체,

•

MGCC 의 소규모 영세업체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지원 제공자의 임명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

•

사업체가 합법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최소 3 개월의 초기 사업운영 단계를 거친
업체,

•

비영리 또는 자선 단체에 속하지 않는 업체,

•

개별적으로 소유 및 운영되는 사업체를 포함하여, 최소 세 장소에서 운영되는
프렌차이즈가 아닌 업체(최대 두 장소에서 운영되는 프렌차이즈는 고려 대상임),

•

부동산 대여/판매 사업에 속하지 않는 업체,

•

로비스트 사업에 속하지 않는 업체,

•

대마초 관련 사업이 아닌 업체

소유주:
•

신청 시점에 18 세 이상인 사람,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언제 시작되나요?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2021 년 6 월 15 일에 시작됩니다. 이는 롤링 신청으로 진행되며,
제출된 보조금 신청서는 매월 검토됩니다. 1 차 마감일은 2021 년 8 월 2 일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자 전원은 MGCC 의 SBTA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지원 제공자의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SBTA 제공자의 목록은 다음 웹사이트를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https://www.empoweringsmallbusiness.org/fy2021-awardees

다음 웹사이트에서 전체 RFP, 더 많은 신청 정보, 조건, 자금의 허용된 사용 및 추가
세부내용을 확인해주세요: https://www.empoweringsmallbusiness.org/bizmpow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