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최근의 시위로 인해 재산 손상, 기물 파손 또는 재고 손실 등의 피해를 입은 사회적 소외 집단의 소규모 자
영업자들에게 보조금 지급.

• 상점, 소매점 또는 필라델피아에 실제로 위치한 상업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노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2020년 5월 30일부터 해당 시점 사이에 벌어진 시위로 인해 500달러 이상의 피해를 본 경우여야 합니다.
• 독립 소유권자여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는 독립 소유인 경우에만 자격이 있습니다.
• 영향을 받은 위치에서의 연매출이 200만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 지역, 주 및 연방의 모든 법률(또는 승인된 결제 방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연방, 주 및 지역 면허와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역 거주자를 채용한 업체여야 합니다.

• 6월 22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merchantsfund.org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6월 28일 일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에 대한 평가는 접수 시점이 아닌 6  월 29  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에 대한 기본 정보: 비즈니스 유형 및 구조, 연간 매출, 직원 수, 현지에서 고용한 직원 수
• 해당 기간 동안 발생된 피해에 대한 설명하지 않아
• 해당 기간 동안 발생된 피해에 대한 예상 복구 비용
• 보고한 모든 피해를 보여주는 사진 또는 필라델피아 경찰국에서 작성한 보고서
•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기본적 이해 및 피해와 관련된 지출액.

• 다양한 커뮤니티 파트너[  링크 ]  는 신청을 완료하는 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비즈니스에 무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
니다. 여기에는 언어 번역 서비스, 기술 지원, 피해 규모를 문서화하는 데 대한 도움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직은 본
인의 동의 하에 대신 신청을 해줄 수 있습니다..

• 회복 및 재개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면 필라델피아 시 상무부 직통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화
는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 이메일: business@phila.gov
• 전화번호: 215-683-2100

자격:

비즈니스 요건:

프로그램 우선 순위:

한정된 자금 사정으로 인해, 회복 및 재개를 위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대상 사업체의 우선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
합니다.  

신청 장소 및 방법:

신청 시 필요한 사항:

비즈니스 소유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회복 및 재개 프로그램
시위로 타격을 입은 필라델피아의 소기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https://merchantsfund.org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De37JTOPQ9QKBb1RBI8SXNQmCchhWU_gq-HJgVEJ7o4/edit?invite=CPe98vYO&ts=5eebba55%23gi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