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사업 지원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는 다수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자문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논의하는 개별 방문뿐만 아니라, 12 개월 동안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 멘토 기회 등 

가장 관련성 있는 도심 사업 지원의 최신 개요입니다. 

 

전액 지원되는 맞춤형 사업 자문
 

사업 자문 기금:
 최대 $5,000 가치의 전문가 자문

  

지역 비즈니스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마케팅, 금융, 

인사 및 웰빙과 같은 분야의 정규직 100 명 미만인 

사업체에 제공  

 

사업 기회를 논의할 수 있게 집중적인 일대일 방문을 

받으시겠습니까? 
 

NZTE 로 신청   

covid19.nzte.govt.nz/page/regional-

business-partner-network 

 

 

등록: hotcity.co.nz/rbp 

12 개월 동안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 멘토.  

Heart of the City 는 Business Mentors NZ 와 협력하여 

한정된 수의 도심 사업체가 12 개월의 기간 동안 사업 

멘토를 이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는 성장을 원하시거나 특정 사업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 소규모 사업자께 최대 

12 개월의 비밀 일대일 지원을 제공합니다. 

등록:  

businessmentors.org.nz/small-

business-mentoring 

결제가 요청될 때까지 가입 양식을 

작성한 다음 bmnz@bmnz.org.nz 로 

이메일을 보내셔서 Heart of the City 

사업체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0800 209 209   

 

자문 라인 

다양한 경보 단계에서의 영업, 접촉자 추적, 비자, 고용, 임대 등  

중앙 정부의 공식 코로나 19 자문 

business.govt.nz/covid-19 

질문은 0508 377 388 로 

전화해 주세요
 

사업 정보 및 지원  

이용 가능한 재정 지원을 포함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업을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자문  

코로나 19 사업 전화 상담 

0800 500 362 로 전화해 

지원을 받으세요 

 

  



기타 자원 

사업 연속성 계획  

다운로드할 수 있는 단순한 템플릿과 계획 자료
 

aucklandemergencymanagem

ent. 

org.nz/work-ready 

사업 채용 지원 

MSD 는 구직자와 견습생의 고용을 원하는 사업체에 다양한 

채용 및 고용 지원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개요는 다음을 방문: 

workandincome.govt.nz/empl

oyers/ 

subsidies-training-and-

other-help 

무료 접근성 감사  

Be. Lab 의 무료 온라인 자체 평가 도구는 사업체가 현재의 

접근성을 이해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belab.co.nz/accessibility-

assessment 

 

사업 채용 지원 

MSD 는 구직자와 견습생의 고용을 원하는 사업체에 다양한 

채용 및 고용 지원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개요는 다음을 방문: 

workandincome.govt.nz/empl

oyers/ 

subsidies-training-and-

other-help 

야외 식사 

제재 기간 동안 무료 라이선스 연장 

2 단계의 야외 공간 휴식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방문: 

hotcity.co.nz/outdoor-space  

 

재정 지원 

세금 감면 및 소규모 사업 대출  

현금 유동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옵션  

ird.govt.nz/covid-

19/business-and-

organisations
 

기타 재정 지원
  

정부 및 은행이 제공하는 옵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방문: 

hotcity.co.nz/covid-19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업 지원 및 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otcity.co.nz/covid-19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더 많은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09 379 8000

으로 전화하시거나 

info@hotcity.co.nz 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9 월 21 일에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