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
당사가 이 보조금 프로그램을 출시하는 이유
MGCC 는 매사추세츠의 소규모 영세업체에게 자금조달 및 운영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식별하고 구축함으로써 도움을 주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소규모 영세업체가 당사의 소규모 영세업체 기술 지원(Small Business Technical
Assistance, SBTA) 제공자를 통해 디지털 역량(특히 운영, 전자상거래 요구사항, 디지털
마케팅 및 소셜미디어 참여에 집중함)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최대 $50,000 에 해당하는 보조금(SBTA 후원자에게 지불하는 비용
$250 미만)을 제공하여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소규모 영세업체가 디지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SBTA 제공자는 소규모 영세업체가 신청 과정에
액세스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소규모 영세업자 신청인은 그들의 SBTA
후원자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디지털 요구사항을 평가하고 디지털 개발 계획을 통해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검증된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다음에 해당하는 소규모 영세업체여야 합니다:
•

현재 매사추세츠에 위치하고 운영되고 있는 (물리적으로) 설립된 오프라인 업체
또는 상점,

•

현재 1~20 명의 FTE 직원을 가지고 있는 업체,

•

현재 사업주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업체,

•

$2,500,000 을 초과하지 않는 연간 수입을 가진 업체,

•

디지털 평가서를 작성하고 SBTA 후원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은 적이 있는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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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시점에 최소 1 년간 사업을 운영했던 업체,

•

비영리 또는 자선 단체에 속하지 않는 업체,

•

다른 사업체에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업체(예: 웹사이트 디자인/개발,
SEO, 프로그래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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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필요한 모든 보완서류 및 정보를
포함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후 6 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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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에게 SBTA 후원자가 생기면, 신청인의 디지털 요구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디지털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 다음, 신청인은 SBTA 후원자의 안내를 받고 MGCC 가 제공한
자원을 사용하여 디지털 역량(특히 디지털 기반 운영, 전자상거래, 디지털 마케팅 및
소셜미디어 참여의 영역) 개선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검증된 전문가를 찾고, 제출 경로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신청인이 허가를 받게 되면, MGCC 는 디지털 개발 계획을 위해 최대 $5,000 의 보조금을
SBTA 후원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수령한 총 보조금에서 $250 은 SBTA 후원자에게
수수료로 지불됩니다. SBTA 후원자는 자발적으로 신청인을 위해 해당 수수료의 수령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전체 RFP, 더 많은 신청 정보, 조건, 자금의 허용된 사용 및 추가
세부내용을 확인해주세요: https://www.empoweringsmallbusiness.org/bizmpow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