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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가 이스트우드를 지원할 하드십 펀드를 제안합니다 
 

City of Ryde 는 50 만 달러의 소규모 비즈니스 하드십 펀드를 설립하여 이스트우드 타운 센터에 있는 업체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펀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리스크가 1 월에 처음 제기된 이후 이스트우드의 많은 업체들이 겪고 있는 거래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의회 결의안에 따르면, 연매출 200 만 달러 미만의 Eastwood 업체들이 이 펀드를 통해 최대 2,000 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고객 감소를 이겨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펀드는 Eastwood 에서 사람들이 쇼핑과 외식을 하도록 고무하기 위해 고안된 ‘Eastwood’ 로 돌아가기 (Return to 

Eastwood)’ 홍보 캠페인에도 사용될 것입니다. 

 

City of Ryde 의 시의원 Jerome Laxale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처음 등장한 이래로 일부 업체들이 50% - 

80%의 매출 하락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하드십 펀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이 지역사회 우려를 우리가 극복해 내는 동안 업체들을 

적절히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이 펀드는 Eastwood 가 가진 놀라운 명소들을 홍보하는 신규 캠페인 자금도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지역사회인 Eastwood 로 돌아가 줄 것을 촉구합니다” 

 

City of Ryde 는 NSW 보건부 장관에게도 연락하여, Eastwood 및 Ryde 에 특정한 정기적이고 좋은 공중보건 조언을 

보도해주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Laxale 시장은 “안타깝게도, Eastwood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표적이 되었다. 이것은 NSW 보건부가 

정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제기하는 위험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보도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부연했습니다. 

 

City of Ryde 의 시의원 Simon Zhou 부시장은 일부 소규모 비즈니스 사장들이 일시적 휴업을 강요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Zhou 부시장은 “만약 Eastwood 의 현재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타운 센터의 장기적 활력을 결코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드십 펀드를 위해 제안된 예산안은 사람들로 하여금 Eastwood 로 돌아가도록 고무하는 효과적 홍보 캠페인 수행을 

통해 현지 업체들이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의회는 또한 1 월과 3 월 사이의 수영 학교 및 수영 카니발 취소 요금의 면제와, 그와 같은 기간 동안 시의회 행사장 취소 

통지 기간의 면제 역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방정부법에 따라 2020 년 3 월 11 일까지 일반인에게 공지될 예정입니다. 

 

그후 2020 년 3 월에 보고서가 시의회에 다시 제출되어 이 제안들이 앞으로 진행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