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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말리 니첼슨 

공보 담당관 

(714) 240-5459 
Molly.Nichelson@ocgov.com 

 

오렌지카운티 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주정부 지원금 70만 달러 수령 
 

산타아나, 캘리포니아 (2020 년 5 월 20 일) –오렌지카운티 일자리개발위원회(OCWDB)와 

파트너십을 맺은 오렌지카운티는 OCWDB COVID-19 해고 방지 지원 프로그램을 개시할 것입니다. 

OCWDB 는 COVID-19 의 영향을 받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으로부터 70만 달러의 일자리창출기획(WIOA) 프로그램 기금을 받았습니다. 

제 2 지구 수퍼바이저인 미셀 스틸 위원장은 "이 프로그램은 사업체 운영을 계속하기위해 

고군분투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활력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이번 기금 지원에 대해 

주 정부에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OCWDB COVID-19 정리 해고 방지 지원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갖춘 사업체들은 최대 1 만 

달러의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해고를 완화하고, 주 당국과 

공중보건 기관들이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1지구 수퍼바이저인 앤드류 도 부위원장은 "일부 사업체들은 사업을 재개하기 이전에 주 정부와 

지역 보건명령에 따라 운영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 기금은 소상공인들이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그들이 체감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일부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사업체는 오렌지카운티 원스톱센터의 웹사이트, 

oconestop.com/covid-19-layoff-aversion-program 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는 

2020 년 5 월 21 일 오전 9 시부터 시작하여 2020 년 5 월 28 일 오후 5 시까지이나 총 신청 

건수 170 건이 마감 기일전에 모두 접수될 경우 신청 기일에 관계없이 먼저 마감하게 됩니다. 

신청서 접수는 가능한  기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처리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과 이곳의 종업원들에게 생명줄이 될 것이며 이 기업들은 카운티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정보를 잘 인지해야한다."라고 제 3 지구 수퍼바이저 도널드 

와그너 위원은 덧붙였다.  

이번 기금 수혜 자격이 되려면, 오렌지카운티 내 소재 기업으로 직원 500인 이하이고 최근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업보험 (UI)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어야 합니다. 지역 기금에서 검토할 수 있는 

고용주에 관한 다른 일반 요건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 우선 검토 대상은 오렌지카운티 일자리시스템에 속한 소상공인들입니다 (신청서가 산타 

아나와 애너하임 일자리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소상공인의 신청인지 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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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가 오렌지카운티내에 위치한 대상에게만 적용됩니다. 

• 한 기업 당 한 건의 신청서만 접수해야 합니다. 

•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이 기금은 COVID-19 경제위기로 인해 당면하는 해고방지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해고 방지 노력의 필요성이 있는 곳에만 사용해아 합니다. 

• 신청서에 기술된 조건을 포함, 오렌지카운티와의 협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 기금 지원 이후 최대 1년 동안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애용하는 주변 업소들을 다시 방문하고 싶어 한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청하면 

좋겠다."라고 제 4 지구 수퍼바이 덕 체이피 위원은 전했습니다. .  

사업체들은 오렌지카운티 원스톱센터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허용되는 활동과 금지되는 비용지출 

등을 포함, 정리 해고방지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오렌지카운티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들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커뮤니티 안에서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지침을 지키면서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는 카운티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제 5 

지구 수퍼바이저  리사 바틀렛 위원은 전했습니다.  

오렌지카운티 원스톱센터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시면 www.oconestop.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경제사업회복 콜센터 (714) 480-6500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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