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를 위한 간편한  

저금리의 유연한 대출 

워싱톤의 SMALL BUSINESS FLEX FUND는 귀하의 

사업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리소스입니다. 워싱턴 주 

상무부의 지원을 받는 해당 펀드는 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의 

성장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기업 친화적 대출 – 더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SMALL BUSINESS FLEX FUND  

팬데믹은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워싱턴 

주의 소기업들과 비영리 단체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 대출 프로그램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경쟁력있는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사업적인 반등을 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의료서비스 제공자, 식당, 
지역농장 또는 지역사회 기반 비영리 
단체에 관계없이, 소규모 및 지역 단체는 

우리 지역사회는 소기업들이 번영할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필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 전체 경제의 건전성에 기여하는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PPP 및 기타 COVID-19 복구 프로그램과 다릅니다 Small Business Flex Fund는 
탕감이 가능한 대출이 아닙니다. 대출자는 대여금 전액을 5 년 기한에 걸쳐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신청이 간편합니다

직원 수 50명 미만

연간 수익 300만 달러 미만

COVID-19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음

저금리

최대 15만 달러 대출

금리 3% - 4%

첫해에는 수수료 없이 이자만 지급

60개월개월의 대출 기간 

대출금 사용 용도는 자유입니다

급여

공공요금 및 임대료

마케팅 및 광고

건물 개선 또는 수리

기타 사업비

SMA LL BUS INESSFLEXFUND.ORG
워싱턴주  상무부

Small Business Flex Fund의 지역 
기반 대출 기관 네트워크는 소기업과 
비영리 단체의 번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협력 기관은 
대출 과정 전반에 걸쳐 신청의 전 
단계를 지원하고 추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귀하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는 현지, 

지역사회 대출기관

우리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야기합시다!  

Small Business  
Flex Fund
유연한 운전  

자본 대출
저금리

60개월 개월의 상
환 기간

60개월 
개월의  

대출 기간

4%
소기업

3%
비영리 단체



예상되는 사항
관심 있는 대출자는 온라인 포털 
SmallBusinessFlexFund.org를 
통해 사전 신청하십시오.

포털을 통해 적격 대출자가 지역 
및 지역사회 기반 대출 기관과 
매칭됩니다.

신청 방법
SmallBusinessFlexFund.org를 방문하십시오.

오늘  현지  지역사회  기반  대출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SMALLBUSINESSFLEXFUND.ORG

면책 사항: 자금 가용량이 제한되고 신청 물량이 많아 일부 신청자가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서는 순차적으로 검토되며 프로그램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관리될 것입니다.  
신청서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해당되는 지역 대출 기관이 받는 신청서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서의 제출이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아니며 대출이 승인되거나 자금이 지원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는 대출 자격을 결정하는 신청서를 통해 요청될 것입니다. 
해당자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