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 1  GG Business Resource and Resiliency Plan 

가든 그로브 시 

경제개발 사무소 

11222 AcaciaParkway 
GardenGrove, CA 92840 

ggcity.org 

(2020 년 4 월 9 일-버전 1.0 일) 

 

 

사업 자원과 탄력성 계획 



 pg. 2  GG Business Resource and Resiliency Plan 

목차 

 

I.   개요      ...................................................................................................................................... 3 

 II. 지역 사업 구제 노력   .............................................................................................................. 4 

 III. 경제 개발 조치   ...................................................................................................................... 5 

NEW! 2020 COVID-19 사업 설문조사 (Business Survey) ................................................. 5  

NEW! Shop 지역 식당/식료품점 목록(비즈니스 아웃리치) ……………............................ 5  

확장! 중소기업 지원 면제 가능한 대출(최대 $50,000) ................................................. 5  

진행 중! 중소기업 지원 온라인 융자 신청 .................................................................... 6  

NEW! 가상 빌딩 검사 서비스........................................................................................... 6  

NEW! 온라인 사업 자원 툴킷........................................................................................... 6  

진행 중! 그로브 디스트릭트 애너하임 리조트 …........................................................... 6 

지역 사업체를 위한 구매 선호도 …………………………………………………………….…………...…… 6 

BUY IN GARGDEN GROVE ( 지역 쇼핑 지원)..................................................................... 7 

IV. 사업 자원과 도구...................................................................................................................... 8 

연방 .................................................................................................................................. 8  

캘리포니아 주 ……………….....................................................‥‥‥‥‥‥‥‥‥‥‥‥‥‥‥‥‥……‥‥‥‥ 10 

  오렌지 카운티 ………………………………………………‥‥‥‥‥‥‥‥‥..‥‥‥‥‥‥‥‥‥‥‥……………‥‥‥‥‥‥‥ 11  

가든 그로브 시 ………....................................................................................................... 12 

비영리단체 ..................................................................................................................... 13 

V. 고용주 자원   ........................................................................................................................... 14 

VI. 직원 자원 ................................................................................................................................15 

VII. 파일링 리턴에 대한 구제 및 연장 요청 .............................................................................. 17 

캘리포니아 주 세무 및 수수료 관리부 …...................................................................... 17 

캘리포니아 주 프랜차이즈 세무 위원회 ..................................................................... 17 

VIII. COVID-19 에 대한 작업장 지침 ........................................................................................... 18  

산업안전보건관리(OSHA) . ........................................................................................... 18 

질병관리본부 (CDC) ....................................................................................................... 18 

IX. 창업 가이드  ………................................................................................................................... 19 

X. 결론  ......................................................................................................................................... 24 

XI. 경제개발 연락처 .................................................................................................................... 24 

 
  



 pg. 3  GG Business Resource and Resiliency Plan 

I. 개요 

가든 그로브 시는 강력하고 역동적인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OVID-19 의 대유행을 감시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 경제 개발 활동을 전개하여 모든 

규모의 가든 그로브 사업체의 경제적 안전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든 그로브 사업 자원과 탄력성 계획은 COVID-19 의 영향을 받는 사업체 및 

사업가를 위해 연방, 주 및 지방 레벨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사업 자원와 도구를 

제공합니다. 지금은 경제개발사무소가  비즈니스 및 경제 회복을 위해, 가든 그로브 

관광진흥공사, 가든 그로브 상공회의소, 베트남계 미국인 오렌지 카운티 상공회의소(VACOC),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KACCOC),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중소기업 개발 센터(OC-

SBDC)와의 커뮤니티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전례 없는 시기입니다.  

 

가든 그로브 사업 자원과 탄력성 계획은 다음 네 가지 중점 영역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 가든 그로브 시에서 수행하는 즉각적인 조치의 요약 

• 현재 진행 중인 경제 개발 조치에 대한 설명 

• 고용주와 직원을 위한 연방, 주, 지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종합적인 사업 정보 센터 

• 창업 가이드 

 

 

가든 그로브 사업 자원과 탄력성 계획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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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역 사업 구제 노력 

  

가든 그로브 시와 경제개발 사무소(OED)의 초점은 실행해야 할 지원, 구제, 경기부양 작업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OED 는 지역 상공 회의소, 개발 공동체 및 오렌지 카운티 

중소기업 개발 센터와 같은 산업 파트너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업체, 근로자 및 주민을 

지원하는 조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는 COVID-19 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재조정하는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설립된 코로나바이러스 웹 페이지(ggcity.org/coronavirus/)를 통한 확장된 소통과 정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식당, 식료품점 및 약국의 데이터베이스 

 

 "가상" 건물 검사 및 온라인 계획 검사 구현 

 

 COVID-19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업체에 대한 Building and Planning 계획의 우선순위 

지정 

 필수 활동에 대한 운영 및 배송 시간에 대한 제한 일시 중단 

 

 COVID-19 로 인한 주거 및 상업적 이탈을 일시 중단하는 임시 모라토리엄 채택 

 

 거리 청소 소환 중단 

 

 진행 중!  일자리 유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CDBG 를 통한 SBA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SBA 융자 금액을 $50,000 까지 늘립니다. 

 

 진행 중! COVID-19 의 영향을 받는 개인 및 가족을 위한 Meals on Wheels 프로그램의 

확장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진행 중! COVID-19 의 영향을 받는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임대 지원 프로그램의 확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https://ggcity.org/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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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제 개발 조치 

가든 그로브 지역 사회 관계 사무소, 가든 그로브 상공회의소, 베트남계 미국인 오렌지 카운티 

상공회의소(VACOC),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KACCOC),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중소기업 개발 센터(OC-SBDC)와 협력관계에 있는 OED 는 현재 관련된 비즈니스 자원과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가든 그로브 시를 홈 베이스로 하는 지역 사업체에게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업 자원과 도구를 제공합니다. 

 

 NEW! 2020 COVID-19 사업 설문조사 (Business Survey) 

가든 그로브 시는  COVID-19 가 사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사업체와 직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나 지원을 공유하기 위해, 모든 가든 그로브 사업체가 온라인 Covid-19 사업 

설문조사(Business Survey)를 완료하기를 권합니다. 이 조사는 시의 수도 요금 청구서 및 시 

웹사이트와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됩니다. 

 

COVID-19 Business Survey 
ggcity.org/coronavirus/business-survey 

 

Covid-19 비즈니스 조사 결과는 경제 개발사무소에서 비즈니스 자원과 도구를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NEW! Shop 지역 식당/식료품점 목록(비즈니스 아웃리치)  

시 정보 기술 부서와 지역 사회 관계 사무소의 지원으로, OED 는  에서 "Take-Out 을 위해 

운영되는 지역 식당" 링크 (ggcity.org/coronavirus/local-restaurants-open-take-out) 와 "지역 식료품점 

및 약국" 링크(ggcity.org/coronavirus/local-grocers-and-pharmacies-open)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자원은 영업 시간이 변경되고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식당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지역 식료품점과 약국의 영업시간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새로운 상점과 변경된 영업시간을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확장! 중소기업 지원 면제 가능한 대출(최대 $50,000) 

시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은 최근 COVID-19 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들의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면제 가능한 대출 구조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제 SBA 프로그램은 

보다 유연한 용어를 제공합니다. CDBG 펀드로 자금을 조달한 이 시의 SBA 프로그램은 소규모 

사업체, 특히 전통적인 대출업체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체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ggcity.org/neighborhood-improvement/small-business-

programs  링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s://ggcity.org/coronavirus/business-survey
https://ggcity.org/coronavirus/local-restaurants-open-take-out
https://ggcity.org/coronavirus/local-grocers-and-pharmacies-open
https://ggcity.org/neighborhood-improvement/small-business-programs
https://ggcity.org/neighborhood-improvement/small-business-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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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중! 중소기업 지원 온라인 대출 신청 

시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SBA 대출 신청서 제출 프로세스 및 

인수 작업을 위한 온라인 포털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오는 2020 년 4 월 말까지 온라인 대출 신청 

절차를 갖추는 게 목표입니다. 

 

 NEW! 가상 빌딩 검사(Virtual Building Inspection) 서비스 

시의 공공 카운터 서비스는 건축 계획 수립 점검 요청과 빌딩 인스펙션을 보다 유연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빌딩 인스펙션을 수행하는 새로운 방법은 Google 

Duo 앱을 사용하는 VIRTUAL LIVE INSPECTIONS 라고 합니다. 가상 인스펙션은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여러 작업장에서의 진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유형의 검사를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시 웹사이트 (ggcity.org/building-and-safety)에 접속하거나,  (714) 741-

5307 로 빌딩 및 안전 부서 – 허가 카운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EW! 온라인 사업 자원 툴킷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중소기업에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유행의 

결과로 두 가지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 자원 툴킷은 PPP(Payment 

Protection Program) 및 EIDL(Economic Disaster Debrance Program)에 대한 프로그램 세부 

정보와 고용주 및 직원을 위한 기타 사업 자원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가상 사업자원 

툴킷은 ggcity.org/businesses 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그로브 디스트릭트 애너하임 리조트 

시는 강력한 관광 부문을 가지고 있는데, 디즈니랜드 리조트,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 주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행사장 등 코비드-19 로 인해 주요 관광지가 폐쇄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 연방, 주 및 지방 보건 지침이 언제 더 이상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야기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과도점용세를 징수하고 납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90 일 동안 과징금, 과태료, 

시행조치를 유예할 것을 권장합니다. 

 

 지역 사업체를 위한 구매 선호도 

가든 그로브 사업에 대한 구매 선호도는 시의 구매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도심 내 B2B 

거래를 용이하게 합니다. 입찰자나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동일한 곳에서는, 지역 

상인의 입찰이 최소 입찰가의 2 퍼센트 이내일 때 지역 상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이때, 2% 

차이는 $5000 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이 조항은 5,000 달러 이상의 입찰이 요청될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ggcity.org/finance/purchasing-faqs 링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ggcity.org/building-and-safety
https://ggcity.org/businesses
https://ggcity.org/finance/purchasing-faqs


 pg. 7  GG Business Resource and Resiliency Plan 

 BUY IN GARGDEN GROVE ( 지역 쇼핑 지원) 

 

지역사회 관계 사무소는 Buy in Garden Grove(BiGG) 라고 

불리는 지역 쇼핑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향상된 

프로그램에는 새로운 로고, 다기능 GIS 기반 웹 페이지, 더 많은 

쇼핑객 할인 및 리베이트, 특별 시즌 프로모션 및 증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iGG 의 재출시는 파트너십과 홍보를 통해 지역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00 개의 지역 기업이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10 년째인 이 무비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 년에 만들어진 차량 리베이트 프로그램(VRP)은 가든 그로브 거주자와사업체에게 , 6 개 

프랜차이즈 지역 자동차 딜러 중 한 곳에서 새 차나 트럭을 구입할 경우 500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참가 자동차 딜러는 폭스바겐 가든 그로브, 심슨 쉐보레 가든 그로브,  러셀 

웨스트브룩 현대 가든 그로브,  도요타 플레이스, 가든그로브 닛산, 가든그로브 기아입니다. 

  

https://www.vwofgg.com/
https://www.simpsonchevroletgardengrove.com/
https://www.russellwestbrookhyundaiofgardengrove.com/
https://www.russellwestbrookhyundaiofgardengrove.com/
https://www.toyotaplace.com/
https://www.nissangardengrove.com/
https://www.ggk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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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업 자원과 도구 

2020 년 3 월 27 일, 미국 대통령은 케어스 액트(CARES Act-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 

보안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2 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COVID-19 과 관련된 새로운 공중 

보건과 경제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의 여러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케어스 

액트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기타 사용 가능한 사업 자원과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 정부 

중소기업 재난 융자 지원 

SBA Disaster Loan Assistance 
sba.gov/funding-programs/disaster-
assistance 
 
 
 
 
  

미국 중소기업청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결과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정된 

주와 지역에 대해 저금리 연방 재난 융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케어스 액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중소기업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COVID-19 경제적 상해 재해 선 융자 (최대 $10,000). 

2. COVID-19 경제적 상해 재해 융자 (최대 이백만 달러). 

 

지원서: sba.gov/funding-programs/disaster-assistance 

에서 다운로드 

 

급여 보호 프로그램 

Paychek Protection Program (PPP) 
sba.gov/funding-
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
options/paycheck-protection-program-
ppp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은 중소기업청(SBA) 7(a)의 

확장으로서, 금융기관들이 해당 사업체에게 연방이 

지원하는 면제 가능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직원 수가 500 명 미만인 사업체 

2. 최대 대출 규모는 지난 12 개월 동안의 월 평균 급여 

비용의 최대 2.5 배 

또는 

3. 최대 천만 달러 

고속 교량 대여금 

Express Bridge Loan (EBL) 
sba.gov/funding-
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
options/sba-express-bridge-loans 

EBL(Express Bridge Laund)은 SBA 가 자체 권한으로 

선포한 대통령 지정 재해 및 재해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 지원을 

제공합니다. 

1. 고속 교량 대부 (최대 $25,000) 

2. 최대 7 년 상환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disaster-assistance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disaster-assistance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disaster-assistance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paycheck-protection-program-ppp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paycheck-protection-program-ppp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paycheck-protection-program-ppp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paycheck-protection-program-ppp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sba-express-bridge-loans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sba-express-bridge-loans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sba-express-bridge-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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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우선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법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FFCRA) 
dol.gov/agencies/whd/pandemic/ffcra-
employer-paid-leave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FCRA)은 특정 

고용주가 COVID-19 와 관련된 지정된 이유로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하거나 가족 및 의료 휴가를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 준비금 

Federal Reserve 
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
ases/monetary20200409a.htm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전국 모든 규모의 고용주와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2020 년 4 월 9 일 목요일에 

취한 조치: 

 

• 참여 금융 기관에 PPP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청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을 

개선합니다. 

 

• 메인 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6000 억 달러의 

대출금을 설립합니다. 재무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구제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의 자금을 사용하여 이 시설에 750 억 

달러의 자본을 제공할 것입니다. 

 

• 1 차 및 2 차 시장 기업 신용 시설(PMCCF 및 SMCCF)과 

TALF(Term Asset-Backed Securities Launder Facility)의 

규모 및 범위를 확장합니다.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은 

재무부가 제공하는 850 억 달러의 신용 보호를 통해 최대 

8,500 억 달러의 크레딧을 지원할 것입니다. 

 

• 주 및 자치단체에 최대 5,000 억 달러의 융자를 제공하는 

지방 유동성 시설을 설립합니다. 재무부는 350 억 달러의 

신용보호를 케어스 액트에 의해 충당된 자금을 사용하는 

시 유동성 시설을 위해 연방준비은행에 제공할 것입니다. 

 

 

 

 

 

 

 

 

https://www.dol.gov/agencies/whd/pandemic/ffcra-employer-paid-leave
https://www.dol.gov/agencies/whd/pandemic/ffcra-employer-paid-leave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00409a.htm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00409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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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정부 

캘리포니아 지역 경제 개발 협회 

California Association for Local 
Economic Development (CALED) 
caled.org/economic-development-
resources-for-the-novel-coronavirus-and-
covid-19/ 

기업과 지역 경제가 바이러스와 그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CALED 는 지역 사회가 지역 사업을 돕기 위한 

예들과 지침을 제공하는 연방, 주 및 지역 자원을 

모았습니다. 

 

1. 사업 자원 

2. 고용주 및 직원 자원 

3. 대출 및 금융 지원 

4. 현지 비즈니스 지원의 예와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세금 공제 경쟁 

California Competes Tax Credit 
business.ca.gov/california-competes-tax-
credit/ 

CCTC(California Competing Tax Credit)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거나 캘리포니아에 머물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세 공제입니다. 

 

1. GO-Biz 가 할당할 수 있는 잠정 신용 금액은 2018-

19~2022-23 회계연도마다 약 1 억 8 천만 달러입니다. 

 

2. 기업이 요청할 수 있는 최소 세액 공제 금액은 2 만 

달러입니다. 

 

고용 개발부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ca.gov/ 

고용 개발부(EDD)는 비즈니스, 근로자 및 구직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DD 는 근로자와 그 지역 사외의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실업 보험(UI), 장애 보험(DI), 유급 가족 휴가를 

포함한 수십억의 혜택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자원 재활용 및 복구 부서 

California Department of Resources 
Recycling and Recovery 
calrecycle.ca.gov/rmdz/loans 

캘리포니아 자원 재활용 및 복구 부서(CalRecycle)는 

재활용 시장 개발 구역 대출 프로그램을 관리하여 

캘리포니아 금융 기업 내에 위치한 재활용 업체에서 

부가가치 처리 또는 제조를 통해 회수된 폐기물을 예방, 

감소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시설은 

CalRecycle 이 지정한 RMDZ 내에 위치해야 하며 

캘리포니아에서 생성된 사후 소비자 또는 2 차 복구 

폐기물 공급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든 그로브는 

RMDZ 로 지정된 오렌지 카운티의 6 개 관할 지역 중 

하나입니다. 

 

https://caled.org/economic-development-resources-for-the-novel-coronavirus-and-covid-19/
https://caled.org/economic-development-resources-for-the-novel-coronavirus-and-covid-19/
https://caled.org/economic-development-resources-for-the-novel-coronavirus-and-covid-19/
https://business.ca.gov/california-competes-tax-credit/
https://business.ca.gov/california-competes-tax-credit/
https://edd.ca.gov/
https://calrecycle.ca.gov/rmdz/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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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인력 개발원 

Labor &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labor.ca.gov/coronavirus2019/ 

COVID-19 에 직면하여, 노동 인력 개발원 (LWDA) 은 

근로자, 고용주, 동료 및 가족을 안전하게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WDA 는 다음 항목에 대한 중앙 집중식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1. 유급 병가 

2. 실업 및 장애 보험 

3. 유급 가족 휴가 

4. 작업장 보건 및 안전 지침 

5. 고용주 지원 

 

 

오렌지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커뮤니티 서비스 

Orange County Community Services 
occommunityservices.org/ 

 

오렌지 카운티 커뮤니티 서비스는 2020 년 3 월 

30 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유행병의 영향을 

받는 기업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콜 센터를 

구현했습니다. 

 

OC 중소기업 개발 센터 

OC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orangecountysbdc.org/ 

SBDC 세미나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일년 내내 무 비용 

또는 최소 비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자금 지원, 특정 대상 마케팅, 임대 협상, 시장 조사, 

사업 계획, 재무 관리, 무역 등입니다. 

 

1. 워크 

2. 비즈니스 상담 

3. 자금 조달  

4. 관리 

5. 마케팅 

 

스코어 

SCORE 
orangecounty.score.org/ 

오렌지 카운티 스코어는 무료 비즈니스 멘토링, 저비용 

또는 무비용 비즈니스 교육, 그리고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템플릿과 도구를 제공합니다. 

 

1. 멘토링 

2. 비즈니스 상담 

 

https://www.labor.ca.gov/coronavirus2019/
http://www.occommunityservices.org/
https://orangecountysbdc.org/
https://orangecounty.sco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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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원 스톱 센터 

OC One Stop Centers 
oconestop.com/ 

OC 원스톱 센터는 오렌지 카운티의 인력 개발 활동을 

감독하고, 노동 시장 정보, 고용 및 훈련 서비스, 

비즈니스 지원 등 오렌지 카운티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프로그램을 수립합니다. OC 원스톱 센터의 

서비스 제공 능력의 중심에는 카운티 전역에 위치한 

원스톱 커리어 센터, 위성 센터 및 청년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1. 직업 훈련 

2. 고용 자원 

중소기업을 위한 캘리포니아 자본 접근 

프로그램 

California Capital Access Program 
(CalCAP) for Small Business  
treasurer.ca.gov/cpcfa/calcap/sb/index.asp 

CalCAP SB 는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을 소유하고 있고 창업, 확장 또는 운영 자본을 

위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출이 CalCAP 대출 손실 

적립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대출자로부터 

보다 유리한 대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개선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돕습니다. 

가든 그로브 시 

중소기업 지원 융자 

Small Business Assistance Loan 
ggcity.org/neighborhood-
improvement/small-business-programs 

시의 중소기업 지원 융자는 최근 COVID-19 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의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면제 

가능한 대출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더 유연한 조건과 더 적은 대출 금액을 특징으로 

합니다. SBA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특히 전통적인 

대출업체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든 그로브 지역 쇼핑 안 

Garden Grove Shop Local Initiative 
ggcity.org/bigg 

BiGG(Buy in Garden Grove)는 지역 기업을 지원하고, 

가든 그로브 주민과 방문객에게 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세금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차량 리베이트 프로그램 

Vehicle Rebate Program 
ggcity.org/bigg/vrp 

시는 Buy in Garden Grove(BiGG)에 차량 리베이트 

프로그램(VRP)을 추가했습니다. 6 개의 프랜차이즈 

지역 자동차 딜러 중 한 곳에서 새 차량을 구입하는가든 

그로브 거주자와 업체는 가든 그로브 거주 증명서 또는 

사업 주소와 함께 500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oconestop.com/
https://www.treasurer.ca.gov/cpcfa/calcap/sb/index.asp
https://ggcity.org/neighborhood-improvement/small-business-programs
https://ggcity.org/neighborhood-improvement/small-business-programs
https://ggcity.org/bigg
https://ggcity.org/bigg/vrp
https://ggcity.org/bi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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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 

제임스 비어드 재단 

James Beard Foundation 
https://www.jamesbeard.org/blog/relief-
fund?utm_source=social&utm_medium=soc
ial&utm_medium=sm_message=school-19 

 

제임스 비어드 재단은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식음료계가 처한 비참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JBF 구제 펀드의 경우 여기에 정보를 추가해 주십시오. 

 

 

  

https://www.jamesbeard.org/blog/relief-fund?utm_source=social&utm_medium=social&utm_medium=sm_message=school-19
https://www.jamesbeard.org/blog/relief-fund?utm_source=social&utm_medium=social&utm_medium=sm_message=school-19
https://www.jamesbeard.org/blog/relief-fund?utm_source=social&utm_medium=social&utm_medium=sm_message=school-19
https://airtable.com/shr4d9x0OwCFCkC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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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용주 자원 

 

다음 페이지에는 고용주와 직원 자원, 가상 비즈니스 개발 기회, 재정 지원, 작업장 안전 및 

통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OED 와 GGTPC, GG 챔버, KACCOC, VACOC 를 

포함한  커뮤니티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정보와 업데이트된 정보를 계속해서 추가할 것입니다. 

근로 시간 단축 Reduced Work Hours    edd.ca.gov/unemployment/Work_Sharing_Program.htm 

 
 
 

 

COVID-19 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사업이나 서비스가 둔화되고 

있는 고용주는 실업 보험 업무 공유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지원 프로그램 Tax Assistance Program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는 EDD 로부터 주 급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주 급여세를 벌금이나 이자 없이 예치하도록 60 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지원이 필요한 사용자는 아래 번호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또는 캐나다: (888) 745-3886 

    • 청각 장애(TTY): (800) 547-9565 

    • 미국 또는 캐나다 이외 지역: (916) 464-3502 

 

신속 대응 프로그램 Rapid Response Program  edd.ca.gov/pdf_pub_ctr/de8714rrb.pdf 

 
 
 

 

신속 대응 프로그램은 잠재적인 정리해고 또는 공장 폐쇄에 직면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사전 예방적이고 비즈니스 중심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신속 대응 팀은 잠재적인 감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기 개입 지원과,  실직에 직면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즉각적인 현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속 대응 서비스는 영향을 받은 직원의 필요에 

따라 각 회사에 맞게 조정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 및 지방 인력 개발 

기관이 캘리포니아 네트워크의 미국 일자리 센터와 협력하여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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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직원 자원 

유급 병가 Paid Sick Leave  dir.ca.gov/dlse/paid_sick_leave.htm 

 2015 년 7 월 1 일 이후부터, 1 년 이내에 캘리포니아에서 30 일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유급 병가(PSL) 자격을 갖습니다. 

 

장애 보험 Disability Insurance (DI)  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htm 

 COVID-19(의료전문가 인증)가 있거나 노출되어 근무할 수 없는 직원은 

장애보험(DI)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DI 는 근로와 무관한 질병, 부상 

또는 임신으로 인해 급여가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손실된,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 단기 수혜 급여를 지급합니다. 수혜 급여 금액은 임금(소득에 

따라 달라짐)의 약 60-70%이며 주당 50-1300 달러 범위입니다. 

 

주지사 행정명령 (Governor’s Executive Order) 은 1 주간의 미지급 대기 

기간을 면제해 주므로, 실직한 첫 주에 대한 DI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자격이 있는 경우, EDD 는 클레임을 받은 후 몇 주 이내에 지급을 

처리하고 발행합니다. 

 

질병에 대한 지침은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 웹사이트(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를 방문하세요. 

 

유급 가족 휴가 Paid Family Leave (PFL)   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htm 

 COVID-19(의료 전문가 인증)로 병이나 격리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어 일할 수 없는 직원은 PFL(유급 가족 휴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PFL 은 중증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새로운 아이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휴직으로  급여가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손실된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 최대 6 주간의 수혜 급여를 지급합니다. 수혜 급여 금액은 

임금(소득에 따라 달라짐)의 약 60-70%이며 주당 50-1300 달러의 

범위입니다. 귀하가 자격이 있는 경우, EDD 는 클레임을 받은 후 몇 주 

이내에 지급을 처리하고 발행합니다. 

 

학교 휴교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문을 닫고, 자녀가 다니기 위해 결근해야 하는 경우 

실업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고려 대상은 아이들을 돌볼 다른 

옵션이 없는 경우 및 정상 근무 시간을 원격으로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실업 보험 청구서를 제출하면 EDD 담당자가 귀하가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https://www.dir.ca.gov/dlse/paid_sick_leave.htm
https://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htm
https://www.edd.ca.gov/Disability/How_to_File_a_DI_Claim_in_SDI_Online.htm
https://www.gov.ca.gov/2020/03/12/governor-newsom-issues-new-executive-order-further-enhancing-state-and-local-governments-ability-to-respond-to-covid-19-pandemic/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Immunization/nCOV2019.aspx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Immunization/nCOV2019.aspx
https://www.edd.ca.gov/Disability/How_to_File_a_PFL_Claim_in_SDI_Online.htm
https://www.edd.ca.gov/Unemployment/Filing_a_Claim.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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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보험 Unemploymet Insurance  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htm 

 COVID- 19 로 인해 고용주가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운영을 

중단한 경우, 실업 보험(UI)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COVID-19 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직 상태이고 몇 주 내에 고용주와 함께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매주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청구하는 주당 수혜 급여를 위해 

실업 기간 동안 능력과 가용성을 유지하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이 있는 

경우, 주당 40 달러에서 450 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 Self-Employed   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htm 

 만약 여러분이 자영업자라면, 여러분은 지난 5 개월에서 18 개월 

동안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고용주가 지불했을지도 모르는 ED 

고용 보험 프로그램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기여가 있거나,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혜택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자영업자/독립계약자 링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dd.ca.gov/Unemployment/Filing_a_Claim.htm
https://www.edd.ca.gov/disability/Self-Employed.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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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파일파일링 리턴에 대한 구제 및 연장 요청 

캘리포니아 주 세무 및 수수료 관리부 cdtfa.ca.gov/services/covid19.htm#Relief 

 2020 년 3 월 12 일, 뉴섬 주지사는 COVID-19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CDTFA 는 주 또는 

지역 보건 공무원이 내린 COVID-19 와 관련한 사회적 거리 유지에 

대한 명령 또는 권고를 준수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개인과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원에는 다음 항목에 대한 연장이 포함됩니다. 

• 파일링 리턴과 지불 

• 이자 및 벌금 경감 

 

캘리포니아 주              ftb.ca.gov/about-ftb/newsroom/covid-19/extensions-to-file-pay.html 

프랜차이즈 세무 위원회 

  

프랜차이즈 세무 위원회는 COVID-19 의 영향을 받는 캘리포니아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여 건강과 복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COVID-19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라면, 이 자료를 검토함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COVID-19 및 캘리포니아 소득세에 대한 업데이트를 다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COVID-19 FAQs 

• 파일 및 결제 연장 

 

 

  

https://cdtfa.ca.gov/services/covid19.htm#Relief
https://www.gov.ca.gov/2020/03/12/governor-newsom-issues-new-executive-order-further-enhancing-state-and-local-governments-ability-to-respond-to-covid-19-pandemic/
https://www.cdtfa.ca.gov/services/covid19.htm#Relief
https://www.ftb.ca.gov/about-ftb/newsroom/covid-19/extensions-to-file-pay.html
https://www.ftb.ca.gov/about-ftb/newsroom/covid-19/extensions-to-file-pay.html
https://www.ftb.ca.gov/about-ftb/newsroom/covid-19/help-with-covid-19.html
https://www.ftb.ca.gov/about-ftb/newsroom/covid-19/extensions-to-file-pa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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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COVID-19 에 대한 작업장 지침 

산업안전보건 관리 (OSHA)  dir.ca.gov/dosh/coronavirus/General-Industry.html 

  

칼/OSHA 의 규정은 2019 년 12 월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2019 년 

코로나바이러스병(COVID-19)과 같은 공중감염병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요구합니다. 이 임시 지침은 COVID-19 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 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임시 지침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COVID-19)에 대해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COVID-19 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퍼질 수 있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중국에서 처음 발병이 시작됐지만, 국제적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질병 관리 및 예방 센터(CDC)는 

추가 정보가 제공되는 대로 이 임시 지침을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업체과 

고용주는 COVID-19 확산을 방지하고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수준의 질병 전염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고 필요에 따라 

비즈니스 대응 계획을 다듬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General-Industry.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how-covid-spread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ases-updates/cases-in-u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how-covid-spread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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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창업 가이드 

가든 그로브 시는 경제 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에 강하고 견고한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지역사회에 사업과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시키고, 

도시의 세금 기반을 확대하여 훌륭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OED 는 여러분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있습니다. 당사는 구상 단계, 자금 조달 옵션, 네트워킹, 

전문적 개발과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시작으로 전 개발 과정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1 단계 – 준비와 계획 연구: 모든 사업에 있어, 준비와 계획은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잠재적 경체업체에 대한 시장 조사를 수행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획: 사업 계획은 새로운 투자의 청사진입니다. 시장 조사 및 분석 

단계서부터 금융, 마케팅, 구현까지 사업 과정을 매핑합니다. 성공에 

필요한 이슈들을 고려하고 창업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어려움을 처리하는 방법을 예상하는 것이 잘 설계된 사업 

계획에 필요합니다. 

2 단계 – 재정 확보 창업 자금을 융자하기 위해서는 개인 저축, 담보 대출 또는 제 2 의 

수입원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자금 조달에 대한 추가 정보는 

주지사 사무실의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포털 (businessportal.ca.gov)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개발 센터 – 사업주가 자본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종합적인 사업지원을 합니다. 

• 중소기업 대출 보증 프로그램 – 자본 접근 장벽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출을 제공합니다. 

• 금융 개발 기업 – 기존 및 신생 기업에게 금융대출과 기타 금융 서 

비스를 제공합니다. 

• 캘리포니아 자본 접근 프로그램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도록 장려합니다 

• 산업 개발 채권 –민간 기업용 제조 및 가공 시설의 취득, 건설, 재활 및 

설비 투자를 위한 금융을 제공합니다. 

 

3 단계 – 앤티티 유형과 사업명 

선택 

사업 유형을 선택하면 사업과 참여자의 과세 방식, 금융, 자산 및 

소유지분 양도, 사업 관리 및 운영 능력, 개인 부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 변호사와 세무사와 상의하여 상황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받아야합니다. 선택한 앤티티 유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에 등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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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이 필요한 사업 형태: 기업 (Corporations) ( 비영리 사업 포함), 

LLC (Limitted Liability Companies), LP(Limitted Parnerships), 
LLP(Limitted Liability Parnerships) 

 등록 할 수 있는 사업 형태: 국무부 장관에게 등록하는데는 일반 

파트너십이 요구되지 않음. 

 등록이 필요없는 사업 형태: 개인 소유 

 

4 단계 – 캘리포니아 사업 등록 양식은 국무부 장관 웹 사이트(bizfile.sos.ca.gov)에 있습니다. 

 

5 단계 – 가상 사업명 등록 

(필요한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의 법적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사업을 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사업 라이선스와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상의 사업명이 해당 사업체가 위치한 카운티 

직원/레코더에 기록됩니다. 요구 사항, 양식 및 수수료에 대한 정보는 

카운티 웹사이트와 캘리포니아 사업 및 직업 코드 섹션 17900~17930 을 

참조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카운티에 가상의 사업명 (DBA)을 제출하는 것은 소비자가 

업체의 진짜 법적 사업명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상의 사업명 

제출은 다른 업체나 창업자가 특정 카운티 내에서 이미 사용중인 이름을 

검색할 수 있게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가상 사업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소유자로서 서명하는 계약을 이행하거나 사업을 대신하여 다른 

시행 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6 단계 – 위치 선택 및 지역 구획 

규정 확인 

건물을 소유 또는 임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물에 공간을 임대하거나, 

자신의 집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참고: 자신의 사업 주소는 

공공기록물) 또는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 및 

위치 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군에 연락하여 

모든구역 설정 또는 허용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 개발 부서는 이 정보를 얻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장이 

원하는 업종에 맞게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업소, 부동산 중역, 부지선정 컨설턴트 등을 위한 맞춤형 

부지선정 서비스 관련 정보는 도지사 집무실(GO-Biz)에 문의하면 

됩니다. 

 

7 단계 – 전문 라이센스 및 허가 가든 그로브 시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행하는 모든 사람은 

구역 설정이나 기타 규제 허가 외에 사업 운영 세금 증명서를 

신청해야합니다. (실제로, 사업자 등록증(Business License)는  사업자 

세금 증명서(Business Tax Certificate)의 잘못된 명칭입니다.) 

 

사업자 세금 증명서(Business Tax 

Certificate)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공공 안전 서비스에 대한 지원 및 유지 보수와 관련된 진행 중인 도시 

비용(예: 경찰, 화재, 기타 지원 서비스)의 일부를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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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체는 라이선스가 있어야 

합니까? 

네, 제품을 판매하든, 서비스를 제공하든, 전화나 직접 문의를 하든,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물론, 국세청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면체하는 단체는 예외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시에 있는 비즈니스 세무 부서(Business Tax Division) 로 가기전에 

결정할 것: 

 판매자 허가 번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상 이름을 등록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후, 지역 비즈니스 세무과로 가면 됩니다. 

 

판매자 허가 번호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형재산의 판매자로서 활동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 

시에서의 판매자 허가 번호가 있지만, 다른 시에서 운영하려면, 현 

지역의 사업지 주소를 반영하도록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시에서도 사업을 하지만, 가든 그로브에서도 계속 사업을 하려면, 두 

곳의 주소를 모두 주 평준화 위원회 (State Board of Equalization)에 

등록해야 합니다. 

 

판매자 허가 번호는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판매자 허가 번호는 다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State Board of Equalization 

16715 Von Karman Ave. 
Irvine, CA 92606 
(949) 440-3473 

 

누가 가상 이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성 이외의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John L. Jones 

Carpets” 는 가상 이름 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John’s 

Carpets”는 가상 이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가상 이름 제출에 대한 정보를 원하면, 이곳에 전화를 하십시오. 

 
Orange County Clerk 

630 N. Broadway 
Bldg. 12, Room 106 

Santa Ana, CA 92701 
(714) 834-3005 

 

왜 가상 이름을 제출해야합니까?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대중이 누구와 사업을 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세금 증명서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지방 정부의 비즈니스 세무과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가든 그로브 

시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 주십시오. 

 
City Hall (1st Floor) 

11222 Acacia Parkway, 
(714) 741-5074 

 

가든 그로브 시에서는 거주하는 집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주택 구역에서의 사업은 특정 제약 아래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나 

제한 사항은 간판, 과도한 소음, 빛, 냄새, 먼지, 진동, 또는 보관이나 

인화성 물질의 사용과 같은, 가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https://www.boe.ca.gov/
http://www.ocrecorder.com/services/fictitious_business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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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인식되는 요소들에 적용됩니다. 거주지 직업에 대한 구역 

설정 요구 사항을 확인하려면, (714) 741-5312 로 전화하십시오. 

집 앞에서 간청하는 사람은 시의 세금 

증명서가 필요합니까? 

네, 기부를 요청하거나,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하거나, 나중에 제품을 

시연하기 위한 예약을 하기 위해 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가든 그로브 

시의 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세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허가 카드는 

흰색이며, 사진과 대표되는 회사나 기관의 이름을 포함한 신분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D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자선 단체입니다. 그러나, 자선 

단체도 요청에 따라 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는 허가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정문(determination letter)이란 

무엇입니까? 

결정문은 한 기관이 자선적이고 비영리적인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허가하는 IRS 에서 발간한 문서입니다. 이것은 그 기관 파일의 영구적인 

부분이며, 그 기관이 수수료 면제나 사업자 세금 증명서의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비즈니스 세무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주 계약자 라이센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 계약자 라이센스 (State Contractor’s license)에 대한 모든 질문은 

산타 애나에 있는 주 계약자 라이센스 위원회((800)235-6393)로 

문의하거나 해당 웹싸이트 cslb.ca.gov/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의 구역 설정은 어떻습니까? 사업 장소를 정하기 전에, (714) 741-5312 로 연락하여 계획 

부서(Planning Division)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새 사업 

장소를 정했는데, 그 위치가 그 특정 유형의 사업에 대해 구획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8 단계-고용주의 책임 사업을 위해 직원을 두려면, 사업을 고용주로 등록하고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EIN)를 얻어야 합니다. 고용주로서 급여세, 임금 원천징수 요건, 

고용주 원천징수 요건 , 고용자 자격 요건 등 고려해야 할 의무와 함께 

국가장애(근로자 보상)보험, 실업보험, 고용기회 균등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추가 리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IRS(Internal Seagate Service) : irs.gov/businesses/small-
businesses-self-employed/employer-id-numbers 

 •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세무서(FTB): 

https://www.ftb.ca.gov/file/index.html 

• 캘리포니아 고용 개발부(EDD): 

edd.ca.gov/Payroll_Taxes/Am_I_Required_to_Register_as_an_
Employer.htm 
 

9 단계 – 세금 정보 캘리포니아에는 사업체를 위해 다양한 세금을 관리하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사업주로서, 당신은 직원으로서 가졌던 것과는 다른 세금 요구 

조건을 갖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스트라이킹 골드 

(taxes.ca.gov/strikinggoldbus.html)는 사업자를 위한 주 세금 

시스템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해줍니다. 

 

https://cslb.ca.gov/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employer-id-number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employer-id-numbers
https://www.ftb.ca.gov/file/index.html
https://www.edd.ca.gov/Payroll_Taxes/Am_I_Required_to_Register_as_an_Employer.htm
https://www.edd.ca.gov/Payroll_Taxes/Am_I_Required_to_Register_as_an_Employer.htm
http://taxes.ca.gov/strikinggoldbu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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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와 자료: 

 IRS 는 알코올, 담배, 세관을 제외한 모든 연방 정부 택스를 

관리합니다. irs.gov 

 FTB 는 캘리포니아 주에 필수적인 두가지 주요 세금 프로그램인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관리합니다. ftb.ca.gov/  전화(800)852-5711 

 EDD 는 실업 보험 (UI), 고용 훈련 세금 (ETT), 주 장애 보험 (SDI) 및 

개인 소득세 (PIT) 의 4 개의 주 급여세를 관리합니다. edd.ca.gov  

 캘리포니아 주 세금 및 수수료 관리부 (CDTFA)는 우리 주의 주요한 

예산인 판매및 사용세를 포함한, 30 개 이상의 세금과 수수료 관련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cdtfa.ca.gov/ 

 캘리포니아 세금 서비스 센터는 납세자 자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효율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연방 파트너십이 후원하는 

세무 기관의 파트너십입니다. taxes.ca.gov 

 

10 단계- 계속되는 등록 요구 

사항 

모든 기업 및 유한 책임 회사는 캘리포니아 주 장관 등록 후 처음 90 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주 장관에게 매년 캘리포니아 증권 회사 및 외국 

회사(캘리포니아 외부 구성)에 정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비영리 법인 및 모든 유한 책임 회사는 기업 등록일의 달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다 빠른 처리를 위해 대부분의 회사에 필요한 명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sos.ca.gov/business-programs/bizfile/) 

2017 년 여름부터 유한 책임 회사는 당사의 보안 전자 파일 정보 진술서 

파일 작성 서비스를 사용하여 자사의 정보 명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bpd.cdn.sos.ca.gov/bizfile/bizfile-brochure.pdf 

  

file:///C:/Users/jihee/Documents/Jihee/Jenny/irs.org
https://www.ftb.ca.gov/
https://www.edd.ca.gov/
https://cdtfa.ca.gov/
file:///C:/Users/jihee/Documents/Jihee/Jenny/taxes.ca.gov/
https://www.sos.ca.gov/business-programs/bizfile/


 pg. 24  GG Business Resource and Resiliency Plan 

X. 결론 

경제 개발 사무소는 COVID-19 의 영향을 받는 도시의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주 및 지방 레벨의 커뮤니티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케어스 액트(CARES Acts) 에 따른 SBA 

리소스에 대한 추가 정보 및 지침이 다음 주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OED 는 정보가 사용 가능해짐에 따라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든 그로브의 모든 기업은 온라인 Covid-19 비즈니스 설문 

조사를 완료하여 COVID-19 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과 비즈니스 및 직원에게 필요한 정보 또는 지원을 

공유합니다. 

 

COVID-19 Business Survey 
ggcity.org/coronavirus/business-survey 

XI. 경제 개발 연락처 

Lisa L. Kim 
Assistant City Manager 

Community & Economic Development Director 

lisak@ggcity.org(714) 741-5121 

 
 

Greg J. Blodgett 
Manager 

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 

greg1@ggcity.org(714) 741-5124 

 

Monica L. Covarrubias 
Sr. Project Manager 

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 

monicac@ggcity.org(714) 741-5788 

 
 

Grace E. Lee 
Sr. Economic Development Specialist 

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 

gracel@ggcity.org(714) 741-5130 

 

VACOC 
Catherine Nguyen 

Chair 
contact@vacoc.com 

(657) 204 – 6987 

 
 

KACCOC 
Violet Oh 

Executive Coordinator 
info@kaccoc.com 
(714) 638 – 1440 

 

Garden Grove Chamber 
Cindy Spindle 
CEO/President 

ceo@gardengrovechamber.com 
(714) 638 – 7950 

 

 

https://ggcity.org/coronavirus/business-survey
https://ggcity.org/coronavirus/business-surv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