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미디어 그래픽 및 캡션 
이 그래픽을 다운로드하고 아래 캡션과 함께 게시물로 Facebook, Instagram 및 Twitter 

페이지에 업로드하세요.  
 

 

캡션:  
Connecticut Small Business Boost Fund는 이제 막 출범했으며, 소규모 

비즈니스 및 비영리 단체 고객에게 이 간단한 저금리 대출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자세한 내용은 

CTSmallBusinessBoostFund.org를 방문하십시오. 

#CTSmallBusinessBoostFund 
 

링크:  https://www.CTSmallBusinessBoostFund.org 

 

 

캡션: 

Connecticut Department of Economic & Community Development 

@CTDECD와 협력하여 우리 지역의 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는 소수의 코네티컷 기반 CDFI 중 하나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CTSmallBusinessBoostFund 
 

링크:  [link to news article from launch announcement] 
 

 

캡션:  

직원이 100명 미만이고 연 매출이 800만 달러 미만인 소기업 

소유주이신가요? 귀하는 코네티컷의 소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위한 

이 새로운 맞춤 설계된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CTSmallBusinessBoostFund.org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사전 

신청하세요. #CTSmallBusinessBoostFund 

 

링크:  https://www.CTSmallBusinessBoostFund.org 



 

  

 

 
캡션:  

Connecticut Small Business Boost Fund가 코네티컷 중소기업에 

대출을 제공해 힘을 실어주어 해당 업체들이 번창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소기업이고 재정 지원을 이용할 수 있나요? 자세히 알아보려면 

CTSmallBusinessBoostFund.org를 방문하십시오. 

#CTSmallBusinessBoostFund 
 

링크:  https://www.CTSmallBusinessBoostFund.org  

 캡션:  

[CDFI name]에서 Connecticut Small Business Boost Fund에 대해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것이고, 소기업 사업자를 지원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 대출은 귀하의 사업체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귀하가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TSmallBusinessBoostFund 
 

링크:  디지털 광고 모션 그래픽 [link to 
CTSmallBusinessBoostFund.org]  

 

 

 

캡션:  

Connecticut Small Business Boost Fund는 이전의 연방 지원 보조금과 

다릅니다. 탕감받을 수 있는 대출이 아니라 급여에서 마케팅 또는 

건물 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CTSmallBusinessBoostFund.org에서 이 대출이 얼마나 유연한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CTSmallBusinessBoostFund 
 
링크:  [link to news article from launch announcement] 

 

 

캡션:  

고객에게 유연성과 저금리로 Connecticut Small Business Boost Fund 

대출 옵션을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비영리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최저 4%의 고정금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CTSmallBusinessBoostFund 

 
 링크:  https://www.CTSmallBusinessBoostFund.org 



 

  

 

 
캡션:  

귀하의 기업 대출이 어디까지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우리 커뮤니티 대출 기관은 소기업 또는 비영리 단체에 가장 적합한 

대출 조건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Connecticut Small Business 

Boost Fund는 회수 기간이 최대 72개월까지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귀하의 사업체에 가장 적합한 옵션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CTSmallBusinessBoostFund 
 

링크:  https://www.CTSmallBusinessBoostFund.org 

  

캡션:  

Connecticut Small Business Boost Fund 프로그램의 개요를 설명하는 

이 동영상을 시청하세요. 커넥티컷의 소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는 이 이니셔티브의 파트너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TSmallBusinessBoostFund 
 
 

링크:  [link to :30 video] 

 

 

캡션:  

#귀하가 Connecticut Small Business Boost Fund를 신청할 때 우리는 

재정적 차원을 넘어 귀하의 비즈니스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서명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프로그램은 원스톱 쇼핑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신청을 완료하도록 기업 지원 및 지침을 

드리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CTSmallBusinessBoostFund 
 

링크:  https://www.CTSmallBusinessBoostFund.org 

 

캡션: 

소기업 또는 비영리 단체 소유주이고 지원을 받아 경영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귀하를 위한 훌륭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Connecticut Small Business Boost Fund에 문의하시면 이 저금리 

대출이 귀하에게 적합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CTSmallBusinessBoostFund 
 

링크:  https://www.CTSmallBusinessBoostFund.org 



 

  

 

 캡션: 

CDFI로서 우리가 지역사회 봉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금리와 유연한 대출 

옵션을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 우리는 [county/region]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참하는 Connecticut Small 

Business Boost Fund는 귀하의 사업을 발전시켜줄 새로운 

리소스입니다. 이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고 귀하에게 

적합한지 알아보십시오! [Phone Number] #CTSmallBusinessBoostFund 

 
링크:  https://www.CTSmallBusinessBoostFund.org 

 
캡션: 

직원이 100명 미만이고 연 매출이 800만 달러 미만인 소기업 

소유주이신가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귀하의 훌륭한 

솔루션은 바로 Connecticut Small Business Boost Fund입니다. 

CTSmallBusinessBoostFund.org에서 5천 달러에서 50만 달러 사이의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거나 사전 신청하려면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CTSmallBusinessBoostFund 

 
링크:  https://www.CTSmallBusinessBoostFund.org 

 

캡션: 

Connecticut Small Business Boost Fund 대출을 아직 사전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CTSmallBusinessBoostFund.org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는 몇 분 밖에 걸리지 않으며, 자격이 되시면 저희가 귀하와 

협력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신청을 완료할 것입니다! 
#CTSmallBusinessBoostFund 

 
링크:  https://www.CTSmallBusinessBoostFund.org 

 
캡션: 

Connecticut Department of Economic & Community Development 

@CTDECD의 지원을 받는 #CTSmallBusinessBoostFund는 직원이 

100명 미만이고 연 매출이 800만 달러 미만인 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를 위한 훌륭한 수단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연락하여 대출 

옵션에 대해 자세히 문의하고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십시오! 

#CTSmallBusinessBoostFund 

 
링크:  https://www.CTSmallBusinessBoostFund.org 



 

  

 

  

캡션: 

고맙게도 Connecticut Small Business Boost Fund에 대해 많은 

고객분들이 문의해 왔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소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위한 훌륭한 도구로 여기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파트너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CTSmallBusinessBoostFund.org를 방문하십시오. 

#CTSmallBusinessBoostFund 
 

링크:  디지털 광고 모션 그래픽[link to CTsmallbusinessboostfund.org] 
 

 
캡션: 

Connecticut Small Business Boost Fund가 귀하를 위한 좋은 옵션인지 

궁금하신가요? 오늘 CTSmallBusinessBoostFund.org에서 간단한 사전 

신청을 완료하고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자격이 되시면 대출 

옵션과 이것이 귀하의 사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CTSmallBusinessBoostFund 
 

 링크:  https://www.CTSmallBusinessBoostFund.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