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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제목 : Venue Grant – 연락처 이메일 주소 수정
 
 
2021 년 4 월 19 일

 
엔터테인먼트 허가 소지자 여러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수정. 그것은해야한다 : sbc@sfgov.org를 . 에 대한 사과 오류입니다. 
 
시장 런던 N.은 품종 오늘 발표 샌프란시스코에, 2021 년 개최지 기금이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4
월 21일 (수요일)에 보조금을 모집 시작합니다 도시의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장소 복구 기금 ( "장소 기금")을 라이
브 COVID-19 전염병의 압력으로 인한 영구 폐쇄를 방지하기 위해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장소. 이 이메일은 요구
사항 중 하나 인 2020 년 2 월 25 일에 엔터테인먼트 장소 (POE)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발송되었습니다.
 
시장 유형 및 감독 인 Ma� Haney는 행사장 기금에 3 백만 달러를 할당했으며 첫 번째 보조금은 기금을받을 수있
는 모든 장소에 동일한 금액으로 3 백만 달러를 지출 할 것입니다. 교부금은 각 장소에 대해 최소 $ 10,000이 될 것
이지만, 그 금액은 프로그램에 적합한 장소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여 요구 사항
 
개최지에서 더 배울 수있는 장소 기금 보조금 신청에 관심이 sfosb.org/ venuefund .
 
Venue Fund는 샌프란시스코의 중소기업 사무소에서 관리하며 경제 및 인력 개발 사무소, 엔터테인먼트위원회,
소규모 기업위원회, 샌프란시스코 Venue Coali�on 및 Independent Venue Alliance의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개
발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행정법 섹션 10.100-308 에 따라 장소 기금 규칙 을 만들었습니다 .  
 
지원서는 4 월 21 일 수요일에 시작되며 지원 마감일은 2021 년 5 월 5 일 수요일 오후 11:59 PDT입니다.
 
보조금 요건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체는 2020 년 2 월 25 일에 엔터테인먼트 장소 (POE) 허가를 받았어야합니다. 또한 POE 허
가를 유지해야합니다.
비즈니스의 주요 기능은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것이어야합니다 . 즉, 성능과 청중 공간, 사
운드 시스템 및 조명 시스템이 있어야합니다.
귀하의 비즈니스가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합니다. 2020 년
2 월 25 일 이전에 귀하의 비즈니스는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를 한 달에 평균 16 일 이상 제공 했어야하
며, 일반 대중에게 공개 된 날은 매일 제공해야합니다.

 
보조금을 사용하여 임대료, 모기지, 급여, 무담보 재산세, 보험 또는 유틸리티 비용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공급 업체 설정
 
귀하의 사업체가 Venue Fund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면 보조금 지급에 필요할 수있는 샌프란시
스코시 및 카운티의 "공급 업체"로 귀하의 비즈니스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급 업체 설정 프로세스 에 대한
지침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공급 업체로 설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청 ( sbc@sfgov.org) 에 문의 하거나 415-554-6680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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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친절한,
Regina Dick-Endrizzi 
중소기업 사무소 전무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