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fore Signing a Commercial or Retail Lease

요약 안내 자료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주요 자원
NSW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사업체가 사업 지원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 요약 안내 자료는 자세한 정보를 위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주요 자원들과
기관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통역사를 이용하십시오.

자원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

사업 자문

Small Biz Connect (스몰 비즈 커넥트)를 통해
귀하는 귀하의 사업 관리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고, 면담 지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사업 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습니다.

Small Biz Connect
Ph: 1300 134 359
www.smallbusiness.nsw.gov.au

기타 사업 지원

AusIndustry는 보조금 제공, 지원 및 의뢰
서비스 등 기존 그리고 신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AusIndustry
Ph: 13 28 46
www.ausindustry.gov.au

보조금

Grants & Assistance Finder는 귀하의 사업에
이용가능 할 보조금 및 지원을 파악하는 것을
돕습니다.

Grants & Assistance Finder
www.business.gov.au/GrantFinder

수출 지원

사업 수출 그리고 국제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NSW Trade & Investment
Ph: (02) 9338 6600
www.trade.nsw.gov.au
Austrade
Ph: 13 28 78
www.austrade.gov.au

분쟁 해결

Export Finance and Insurance Corporation
은 재정 및 보험을 제공하여 사업체들이
재정을 조달하고, 수출 무역을 보호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Export Finance and Insurance Corporation
Ph: 1800 093 724
www.efic.gov.au

상업 분쟁 – 뉴 사우스 웨일즈 소규모사업자
커미셔너 사무소는 소매업 임대 분쟁을 포함,
사업체에 관련된 상업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Office of the NSW Small Business
Commissioner
Ph: 1300 795 534
www.smallbusiness.nsw.gov.au

공공요금 분쟁 – Energy and Water
Ombudsman NSW는 분쟁 논란이 있는
고지서 등 귀하의 사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에너지 및 수도 공급업체와의 다양한
문제를 도울 수 있습니다.

Energy and Water Ombudsman NSW
Ph: 1800 246 545
www.ewon.com.au

전화 통신 분쟁 – Telecommunications
Industry Ombudsman은 전화 혹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해 불만제기를 하는
소규모 업체들을 위한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elecommunications Industry Ombudsman
Ph: 1800 062 058
www.tio.com.au

본 자료는 귀하의 사업에 이용 가능한 자원을 담은 완전한 목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뉴 사우스 웨일즈 소규모사업자 커미셔너 사무소의 스몰 비즈 커넥트 (Small Biz Connect)서비스,
1300 134 359번으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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