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네티컷의 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에 적합한 간편한  

저금리 대출.

CONNECTICUT SMALL BUSINESS BOOST FUND는 

귀하의 사업을 발전시켜줄 새로운 리소스입니다.

코네티컷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지원하는 이 펀드는 

코네티컷 소기업과 비영리 단체가 번창하는 데 필요한 금융 

지원을 연결해줍니다. 



코네티컷의 많은 소기업과 비영리 단체는 금융 자원에 접근하는 데 장벽을 

경험합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재정이 빈약한 지방 자치단체의 조직과 

여성, 장애인, 재향 군인 및 유색인종이 이끄는 조직이 주로 해당됩니다. 

Connecticut Small Business Boost Fund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운전 자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코네티컷의 더 큰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대출에 대한 공평한 접근방식.

자격 요건

코네티컷에서 사업체 운영

정규직 직원 100명 이하 

연매출 800만 달러 미만

사업체 및 비영리 단체는 신청일 
이전에 최소 1년 동안의 운영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신규 사업체의 경우 소액 자금 
대출 가능

Connecticut Small Business Boost 

Fund를 통해 신청자는 광범위한 중소기업 

대출 경험이 있는 지역사회 대출 기관과 

직접 매칭될 수 있습니다. 이 펀드는 대출 

신청 전, 중, 후에 사업 지원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사업주를 위한 원스톱 숍입니다.

귀하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는 현지, 

지역사회 대출기관.

유연함. 개인 맞춤형. 투자.

CONNECTICUT SMALL BUSINESS BOOST FUND 

소기업 사업주에게 유연한 운전 자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지원 서비스와 연결해줍니다.

이는 대출에 대한 개인 맞춤형의 공평한 

접근방식입니다. 귀하는 스프레드시트의 숫자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청하기

수수료 없음

간소한 신청 절차

빠른 신청 승인 일정

다국어 지원

유연한 대출

운전 자본 대출 사용처: 

//   장비

//   급여 

//   공과금 및 임대료

//   적격 리파이낸싱

//   마케팅 및 광고

//   건물 개조

//   기타 비용

CTSmallBusinessBoostFund.org
코네티컷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부 

60개월  
및 72개월

SMALL BUSINESS 
BOOST FUND

유연한 운전 자본 대출

저금리

5,000~ 500,000 달러 
대출(자격에 따라 다름)

비영리 단체  및   
소기업을 위한 금리

상환 기간

4.5%



오늘 지역사회 대출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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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자격을 결정하는 신청서를 통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것입니다. 해당자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모든 금리 및 대출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브로셔 마지막 페이지의 끝에 다음 문구를 추가하여 면책 조항을 
업데이트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대출은 기업 대출만 해당되며 개인, 가족 
또는 가계 대출은 제외됩니다.

CTSmallBusinessBoostFund.org

예상되는 사항

관심 있는 대출자는 온라인 포털 
CTSmallBusinessBoostFund.org를 
통해 사전 신청하십시오.

포털을 통해 적격 대출자가 지역사회 대출 
기관과 매칭됩니다.

신청 방법

CTSmallBusinessBoostFund.org를 
방문하십시오

코네티컷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부


